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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명동성당을 제외한 나머지 성당에 성물 방에서는 성물 판매 및 입고 장부, 수입 지출내역을 수기 식으로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성당 성물 방에 적합한 판매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개발 시스템은 성당에서의 성물 입고 및 판매, 재고 관리에 목표를 두고 주로 통계 및 재고관리와 반응 형 웹에 초점을 맞추

어 개발되었다. 재고 관리를 위한 입고현황, 판매현황, 제품현황과 거래처 관리를 위한 거래처 현황, 거래처 거래현황을 주목적

으로 하였다. 재고관리의 경우 재고가 적정재고 보다 수량이 적으면 알림을 띄워 알려주고 재고가 없으면 판매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재고관리에 주력하였고, 입고, 판매, 수입 지출 내역을 장부로 직접 작성하면서 

생기는 오류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스마트 폰에서 볼 수 있는 App을 별도로 개발 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유지보수 및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반응 형 웹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데스크 탑, 태블릿 PC등 각각 해상도가 다

른 화면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키워드: 성물(Halidom), 판매관리시스템(POS), 재고관리시스템(Inventory control system)

I. 서 론

성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물 방에서 입고, 판매, 재고, 수입 지

출내역을 수기 식에 의존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수기 

식으로 함으로서 입력 누락, 입력오류 등이 발생 하고 장부를 한 

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실 할 위험이 있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부

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개발 시스템은 판매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재고 관

리를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본 개발 시스템은 성당에서 성물 방 판매 관리와 입고관리, 재고 

관리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반응 형 웹 기법을 사용하여 앱 

과 웹을 구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I. 본 론

1. 요구분석을 통한 업무적용범위

본 개발 시스템은 성물 방을 운영하는 성당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판매관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6개의 업

무 분야로 구분하였다.

업무 내용

판매관리 판매 한 제품을 입력하고 확인 할 수 있다.

입고관리 입고 된 제품을 입력하고 확인 할 수 있다.

재고관리 제품별 재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거래처관리 거래처를 추가하고 확인 할 수 있다.

외상 관리 외상 현황을 추가 확인 할 수 있다.

봉헌권관리 봉헌권 구매 현황을 추가하고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업무적용범위

또한,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50대 중 후반으로 컴퓨터 

사용에 익숙지 않아 메뉴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 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15개의 화면, 10개의 테이블과 43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DB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면서 

시스템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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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ERD 요약

그림 2. 시스템 DFD

그림 4. 메인 화면

        좌(555px)                    우(1366px)  

그림 4. 해상도별 화면

 

3. 관련 연구

본 시스템에는 반응 형 웹 기법을 적용하였다.
반응 형 웹이란 데스크 탑, 노트북, 넷 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기기와 브라우저에 친화적인 화면을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 형 웹에는 Fluid Grids, Column Drop, Layout Shifter, 

Tiny Tweaks, Off Canvas 5가지 패턴들이 있다.  
본 시스템은 5가지 패턴 중  ‘Tiny Tweaks’ 패턴을 적용 하였다.

그림 5. Tiny Tweaks 패턴

             
‘Tiny Tweaks’ 패턴은 화면의 폭이 좁아져서 더 이상 콘텐츠

를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 때, 내용을 묶어 주는 단을 아래로 내려 

콘텐츠 영역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III. 결 론

수기 식으로 운영하던 입고, 판매, 재고 장부를 공간에 제약받

지 않고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하기 위하여 성물 판매 재고관리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으로 성당 관계자들이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쉽고 편한 재고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3가지 효율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었다.
1. 수 기식으로 하던 입고, 판매, 재고 관리를 시스템화 하면서 

정보 불 일치 최소화 

2. 입고, 판매 장부 분실 위험 제거 

3. 온라인으로 입고, 판매, 재고 관리를 함으로서 종이 및 시간 

낭비최소화 및 실시간으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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