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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ST는 제품 컨설팅을 위해 제품 카탈로그를 시스템화 한 것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PST(Premium Sales Tool)는 

DA(Dynamic Allocation)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는 수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고해상도의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질의 할 경우 요청한 리소스가 대기상태로 쌓여 CPU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라 페이지 할당과 해제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하 발생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여 향상된 PST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 한 결과 기존 DA 기반

시스템 보다 제안한 PA(Pattern Allocation) 기반 시스템이 페이지 할당과 해제 빈도수에 대한 부하가 평균 약 78%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CPU 점유율은 평균 약72%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PST stands for the Premium Sales Tool for Product Consulting is customized product catalog system. In other 
words, the product classification categories of content for consulting and sales to customers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for the maximization of an overall system. These problems with mobility and flexibility of updating the 
solution to integrate mobile with mobile devices, but high-performance high-resolutions era content data continuously, 
but still it is difficult to handle.

In this paper, to solve this problem, depending on the user's gesture by allowing periodic allocation and release of a 
problem for load generation enhanced by improving the PST system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Implementation was a result of the test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at PA system that has been provided by the 
traditional DA system show the allocation and the average 78% of the rate of decrease the load is released in the 
frequency of page, CPU utilization was reduced an average 72% I was confirmed.

키워드 : 카탈로그, 모바일, DA기법, PA기법,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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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PST는 Premium Sales Tool의 약자로 제품 컨설팅을 

위해 제품 카탈로그를 시스템화 한 것으로 주로 종이와 

전자 카탈로그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 카탈로그는 

상품 갱신이 용이하며, 갱신 제품정보의 신속한제공과 

동영상, 소리 사용이 가능하여 제품정보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컴퓨터가 없으면 이용불가하다[1].
이에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 보급을 통하여 인터넷 접

속할 수 있으며, 이동이 자유롭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존 카탈로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2, 3].
그러나 모바일 기기는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고해상도의 콘텐츠 데이터를 연속적으

로 질의 했을 경우 요청한 리소스가 대기상태로 쌓여 

CPU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제스

처에 따라 페이지 할당과 해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CPU부하 발생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향상된 PST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PST, 

데이터 스트림, 앱 샌드박스를 분석하고, 3장에서 가로

세로 페이징 처리를 위한 UI와 데이터를 효율적 관리를 

위한 PA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를 구현 및 

테스트 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PST(Premium Sales Tool)

PST는 제품 컨설팅을 위하여 제품 카탈로그를 시스

템화한 것으로, 제품 컨설팅을 위한 콘텐츠 범주를 분

류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제품 카탈로그는 주로 종이나 전자 카탈로그를 이용

하고 있다. 이는 제품이 새로 출시될 때 마다 카탈로그

의 양이 늘게 되고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또한 전자 카탈로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노트북

이나 PC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확보되었

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업무의 복잡성이 발생

하고 사용자가 고객에게 컨설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2.2. 데이터 스트림 관리

데이터 스트림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 실시

간으로 대응함으로, 이를 저장하기 위한 스트림 큐는 

그 저장 공간이 동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적인 메모리 관리를 위해 메모리 풀을 

사용하는데, 메모리 풀은 생성될 때 대용량의 메모리를 

할당 받고, 이 메모리를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로 분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메모리 풀에서는 페이지 할당 요청에 따라서 

여분의 페이지를 요청한 만큼 제공하거나 페이지 해제

를 요청하면, 페이지를 여분 페이지로 돌려 관리한다. 
즉,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풀을 

사용하여 스트림 큐를 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

며,  DA기법이란 이러한 메모리 풀로부터 새로운 데이

터 페이지를 할당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하

는 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법이다[4].

2.3. App Sandbox Storage

iOS 플랫폼은 앱이 메모리 사용 및 데이터 저장소의 

측면에서 서로에게 간섭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따라서 

각각의 앱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iOS는 앱들이 각 앱의 Documents
와 Temporary 디렉터리에만 읽고 쓰기를 허용한다. 이
를 앱 샌드박스라고 부른다[5]. 그림 1은 앱 샌드박스의 

레이아웃이다.

그림 1. 앱 샌드박스 레이아웃

Fig. 1 App Sandbox Layout

앱 샌드박스는 악성 코드가 앱에 침입했을 경우 앱 

샌드박스에서 도난, 손상, 삭제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

한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앱 또는 프레임워크에서 코

딩의 에러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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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obile PST 시스템의 설계

3.1. 설계 시스템의 개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 요청한 데이터를 앱 고유 

저장소 샌드박스에 저장하고, 콘텐츠 정보를 가지고 있

는 XML데이터를 파싱하여 iPad에 적용하여 사용자에

게 직관적UI를 제공한다. 그림 2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구조이다.

그림 2. PST 시스템 개념도

Fig. 2 PST System Concept

3.2. Mobile PST 설계 시 고려사항

Mobile 기반 앱은 웹 서버에서 콘텐츠를 전송 받아 

처리하고, 고해상도 사진, 동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

를 다루기 위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6, 7].
메모리 관리를 위해 이미지의 포지션에 따라 주기적

으로 사용하는 이미지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를 분류하여 각각 처리하였다. 또한 유연성을 위해 수

정, 추가 사항에 대한 요청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

록 콘텐츠를 서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콘텐츠 정보를 

담고 있는 XML을 이용하여 자료의 재사용성을 높였

다. 그리고 간편한 UI를 위해 최소한의 컨트롤과 콘텐

츠를 각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 기능에 따른 내용

은 가로뷰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로뷰로 분류하여 상하

좌우 페이징 가능한 UI로 설계 및 구현하였다.

3.3. Mobile PST 동작절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동작절차는 그림 3
과 같다. 썸네일 화면①에서 ‘B’사진을 터치 했을 때 

선택된 ‘B’화면이 확대되고, 그 화면은 ②와 같다. 
②화면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플리킹(Flicking : 손가

락으로 튀기는 동작)하면 ③과 ②는 화면에서 사라지

고 우측에 있던 ‘C’가 화면에 출력된다. ④는 ③을 아

래에서 위로 플리킹하면 출력되는 화면이며, ‘C’를 밀

어내고 ‘F’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모바일 PST 동작 절차

Fig. 3 Mobile PST Operating Procedures

3.4. Image loading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UI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최소입력으로 화면에 이미지를 출력하고, 연속적 

질의에 따라 샌드박스에 저장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출력하여야 한다. DA기법은 요청에 따라 페이지 할당

과 즉시 해제를 반복하여 데이터 손실, 명멸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데이터 가로세로에 따라 연

관성에 따라 분류하고, 사용자 제스처 패턴을 분석하

여 콘텐츠 할당과 해제를 재설계하였다.

3.5. 뷰의 라이프 사이클

뷰의 라이프사이클은 제스처 이벤트가 요청시 큐 

영역의 객체 개수를 확인하여 3이하인 경우 뷰를 생성

해 큐에 저장한다. 현재 생성된 뷰가 사용자에 의해 요

청된 페이지와 다음 출력될 페이지를 구분하고, 조건

에 따라 삭제될 뷰 번호를 반환한다. 삭제된 뷰는 큐의 

객체와 비교하여 이 또한 제거 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는 한 화면에서 가로, 세로 중 하나의 페이징만 수행되

어 사용자가 전·후 두 상황만 고려하면 되지만 콘텐츠

를 연속적으로 질의하게 되면 응답 시간이 지연되고, 
부하가 심하면 강제종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Image loading 설계를 기반으

로 뷰 라이프사이클 동작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
림 4는 뷰 라이프사이클 동작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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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뷰 라이프사이클 동작 알고리즘

Fig. 4 View Life-Cycle Operation Algorithm

3.6. Data Flow Diagram

제안 시스템은 앱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로컬에서 

콘텐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별도

로 관리하여, 최신 데이터를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하는 Mobile PST의 DFD이다. 

그림 5. 모바일 PST 데이터 플로 다이어그램

Fig. 5 Mobile PST Data Flow Diagram

iPad는 최신 정보에 대한 기록 정보를 서버에 요청

하고,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와 로컬 DB의 정보와 비교

하여, 전송 받을 데이터를 서버에 요청한다. 클라이언

트는 요청한 압축파일을 받아 압축을 해제한다. 

Ⅳ. Mobile PST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4.1. 콘텐츠 뷰의 XML 데이터 맵핑

본 논문에서 구현한 Mobile PST는 Mac OS 운영체

제로 XCode를, 개발언어는 Objective-C를 사용하였다.
콘텐츠 뷰는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가장 화려하고 활동적인 뷰로, 각 콘텐츠 뷰는 XML에 

정의한 컨트롤과 타깃 이벤트정보와 맵핑하여 보이게 

된다. 그림 6은 각 뷰의 이미지 네임, 크기 등 콘텐츠의 

모든 정보를 XML 데이터로 정의 하고 있다.

<PSTRoot>
  <Tab Number="1" PageCount="2">
    <Page>
      <InitAttribute>
        <PageNum>1</PageNum>
        <Type>Image</Type>
<BackgroundImage>BackgroundImage.png</BackgroundImage>
      </InitAttribute>
      <BodyAttribute Type="MoviePlay">
        <Content>
          <Target>
            <ContentTag>1</ContentTag>
            <ContentPath>MoviePlay.mp4</ContentPath>
            <MovieType>0</MovieType>
          </Target>
          <Control>
            <ControlTag>100</ControlTag>
            <ControlPath>ControlImage.png</ControlPath>
            <Frame>
              <Origin_x>0</Origin_x>
              <Origin_y>199</Origin_y>
              <Size_width>576</Size_width>
              <Size_height>389</Size_height>
            </Frame>
          </Control>
        </Content>
      </BodyAttribute>
    </Page>
    <Page>
      <...>
    </Page>
    </Tab>
    <Tab Number=“1” PageCount=“5”>
      <...>
    </Tab>
</PSTRoot>

그림 6. Mobile PST의 XML 데이터 정의

Fig. 6 The XML Data Definition of Mobile PST

그림 7은 그림 6의 XML에서 얻어온 데이터를 파싱

하여 매핑코드를 구현하였다.
XML로 뷰의 콘텐츠 관련 정보를 정의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이벤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자료 재사용과 업

데이트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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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setContentsWithTab:(NSInteger)tab withPage:(NSInteger)page
 withData:(NSDictionary*)dict {
   // Initialization code.
   tapNumber = tab;
   pageNumber = page;
      NSArray *keys = [dict allKeys];
   for(NSString *key in keys)
   {
     if([key isEqualToString:@"InitAttribute"])
     {
        [self makeBackgroundImageView:[dict objectForKey:key]];
     }
      for (NSDictionary *dictNew in imageInfo)
       {
           NSDictionary *target = [dictNew objectForKey:@"Target"];
           NSDictionary *control = [dictNew objectForKey:@"Control"];
           [self makeChangeImagePath:target];
           [self makeButton:control withType:key];
      }} 
     else if([key isEqualToString:@"MoviePlay"])
     {
      NSDictionary *imageInfo = [dict objectForKey:key];
      for (NSDictionary *dictNew in imageInfo)
       {
           NSDictionary *control = [dictNew objectForKey:@"Control"];
           NSDictionary *target = [dictNew objectForKey:@"Target"];
           [self makeMoviePath:target];
           [self makeButton:control withType:key];
}}}}

그림 7. XML 맵핑 절차

Fig. 7 XML Mapping Procedure

4.2.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UI의 메모리관리에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일반페이지 할당 기법으

로 스트림 큐 공간을 초과할 때 마다 메모리 풀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페이지를 할당 받고 사용하지 않는 페

이지를 즉시 해제하는 방법(DA)과 제안기법(PA)의 페

이지 할당 및 해제 빈도수와 질의 별 CPU 점유율 비교

평가를 통해 병목현상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다. 표 1
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단위테스트 절차이다.

테스트 시나리오 입력데이터 기대결과

낮은 해상도 

이미지부터 한 장씩 

상하좌우 페이징 하여 

할당-해제 빈도수와 

CPU 점유율 확인

해상도

A 230x173
B 685x514
C 2014x768

한 장씩 페이징 할 때 

할당-해제가 감소되

는지 확인

한 장씩 페이징 할 때 

CPU 점유율이 감소

하는지 확인

표 1. Mobile PST 단위테스트 절차

Table. 1 Mobile PST Modules Test Process

구현한 시스템은 연속질의를 100으로 제한하고, 입

력데이터는 콘텐츠의 해상도를 변경 하면서 테스트 했

으며, DA와 PA의 할당 및 해제 빈도수와 CPU점유율

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DA와 PA의 실행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DA and PA

구분
할당-해제 빈도수 CPU 점유율

A B C A B C

DA 61.1 61.8 60.9 3.1 15.2 31.7

PA 13.4 14.1 12.7 1.2 4.2 5.1

결과(%) 78.07 77.18 79.15 61.29 72.37 83.91

연속질의를 통한 성능평가 테스트 결과, 할당과 해제 

빈도수는 해상도에 관계없이 기존 DA시스템은 평균수

치인 61.27보다 제안한 PA시스템 13.40으로 약 78.13%
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CPU 점유율도 향상된 결과

를 보였으며, 해상도에 따라 다른 성능 비를 보였다. 각 

콘텐츠별 CPU점유율은 해상도가 제일 낮은 ‘콘텐츠A’
가 61.29%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콘텐츠B’는 72.37% 
감소율을, 고해상도인 ‘콘텐츠C’는 83.91%의 높은 감

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Mobile PST는 고해상

도 콘텐츠에 제안하는 PA기법을 적용하여, 할당과 해

제의 빈도수와 CPU점유율을 감소시켜 병목현상이 사

라지고 부드러운 플리킹과 끊김 없는 페이징 실행됨을 

확인 하였다.

Ⅴ. 결 론

기존 대표적인 모바일 PST의 DA 기법은 메모리 

풀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할당 

받고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하는 방법

이다.
그러나 DA 기법을 이용한 시스템은 잦은 할당과 해

제로 부하가 발생하여 연속질의가 쌓이면서 데이터를 

손실하거나 플리킹이 느려지고, 페이징이 끊기는 현상

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동성과 

업데이트의 유연성을 가진 모바일과의 통합으로 해결

이 되었으나 모바일 고해상도 콘텐츠 데이터를 연속적

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obile PST의 UI는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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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복잡한 기능은 축소하고 

제품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버튼이나 컨트롤들

은 배제하였으며, 많은 정보를 일관성 있게 분류하여 

적절한 레이블을 부여하였다.
또한 작동 방식을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

은 동작은 제거하고, 각 페이지마다 사진 뿐 아니라 동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삽입하여 사용자의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상하 

또는 좌우 플리킹 UI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Mac OS X Lion 운

영체제를 이용하였고, 구현 언어로는 Objective-C를 사

용하였으며, 시스템의 구성은 콘텐츠 업데이트의 유연

성을 위해 서버에서 콘텐츠를 관리하고 iPad는 최신 데

이터를 앱 샌드박스에 요청하여 사용자에게 출력한다. 
실험 데이터는 해상도를 변경하면서 테스트 하였다. 

고해상도는 한 개의 콘텐츠 당 1MB 이상의 PNG 파일

을 사용했으며,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라 콘텐츠 데이터

를 연속해서 질의하였고, 조건 패턴 할당과 해제의 빈

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할당과 해제 빈도수는 해

상도에 관계없이 기존 DA 시스템 보다 제안한 PA 시스

템이 페이지 할당과 해제 빈도수에 대한 부하가 평균 

78.13%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CPU 점유율도 평균 

72.52%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Mobile기반 가로, 세로 플리킹이 가능한 

페이징처리에 따른 고해상도 콘텐츠 데이터 관리로 카

탈로그뿐만 아니라 대용량 콘텐츠 관련한 모든 앱에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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