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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method of data synchronization among devices for personal 

cloud services. Existing data synchronization for mobile devices is based on a central server to 

mobile devices or a PC to a mobile device. Howev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user 

data in heterogeneous environments, without depending on central server.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synchronize personal data between a device and a personal cloud storage for personal 

cloud services. The ad hoc synchronization needs a sync agent service discovery module, a user 

authentication module, a network adapter, and an application data synchronization module. The 

method described in this paper is better than existing synchronization technology based on 

client-server in availability, performance, scalability quality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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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고, IPTV, PC등 사용자

가 사용하는 단말의 종류도 장소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해져 왔다. 이에, 사용자는 하나의 단말에서 사

용되던 데이터를 다른 단말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자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이는 기존의 USB등을 

이용해 휴대단말과 사용자 PC간의 일부 데이터를 

주고받던 것에서 훨씬 발전된 것이다. 다양한 단말

간에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기

존 기술을 확장시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임의의 단말 간에 컨텐

츠를 공유하기 위한 ad hoc 동기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또한, 이는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단말과 퍼스널 클라우드 스토리지 간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기

반의 데이터 동기화의 문제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의의 단말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ad hoc 동기화 기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Sync4J 네트워크 구성도

Fig. 1. Sync4J Network Topology

Ⅱ. 관 련  연 구

1.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동기화 기술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대표적인 동기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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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yncML[7, 22]을 기반으로 개발된 후남볼

(Funambol)[19]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액티브싱크(ActiveSync)[20]와 동기화 프레임워크

[23], 그리고 애플의 자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미(MobileMe)[21] 서비스에 사용된 동기화 

기술 등이다. 

그림1은 후남볼의 전신이었던 Sync4J라는 데이

터 동기화를 위한 오픈소스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어플리케

이션 데이터 동기화 동작 구조는 동기화 클라이언

트와 동기화 서버간에 SyncML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이다.

후남볼은 대표적으로 SyncML기반 동기화서비스

를 개발하여 상용화시킨 기업이다. Sync4J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동기

화 서버를 매개로 하여 수행한다.

애플(Apple)의 모바일미 서비스는 현재 애플의 

아이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역시 동기화 서버를 

매개로 하여 이메일, 연락처, 일정, 사진 등의 데이

터를 동기화하는 서비스이다. 모바일미 서비스는 현

재 프로토콜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애플에서 자

체 개발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싱크 기술은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이메일, 약속, 연락처, 일정 및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의 미디어 파일을 교환하기 위해 게

이트웨이를 제공한다. 장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

체인지 서버(Microsoft Exchange Server)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컴퓨터에서 떨어져있을 때, 무선으로

도 장치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액티브 싱

크는 XML 기반의 자체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실제 

데이터는 WBXML(WAP Binary XML)형식으로 변

환하여 전송한다. 블루투스 및 IrDA 등에서도 동작

한다. 액티브싱크는 휴대단말과 PC간 일대일 데이

터 동기화 기술인 반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터넷상에 서버를 통해 단말간의 데이터를 동기화

하는 동기화 프레임워크(Microsoft Sync 

Framework)를 소개하고, Microsoft Sync 

Framework 2.1 SDK도 내놓았다.[23]

이들 동기화 서비스는 모두 단말과 동기화 서버

간에 데이터 동기화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사용자의 

단말은 서버와 연결이 되어야만 자신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

 

그림 2 마이크로소프트 동기화 프레임워크 예[23]

Fig 2. Microsoft Sync Framework[23]

2.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동기화의 문제점

기존 어플리케이션 동기화 프레임워크는 클라이

언트 서버 구조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클라이언트에

서 수정된 데이터를 서버의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사용자가 여러 개의 단말을 사용하게 되어 모든 단

말에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각 단말에 있는 동기화 클라이언트는 동기화 서버

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온다. 동기화 서버는 인

터넷 상에 위치하게 되고, 사용자의 단말들은 서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기화 구조에 따

르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단말보다 원격지에 

위치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기존 동기화 기술에 사용된 동작구조는 중

앙 집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단

말의 데이터를 서버로 동기화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두 번째, 서버와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말의 분실 혹은 데이터 손상 시 데이터

를 보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하나의 

단말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다른 단말을 통해 이용

하고자 할 때, 서버와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점들은 모두 단말간 동기화는 서버를 매개로 여

러 단말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각각 서버로 동기화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즉, 단말간 데이터 

공유를 위해 반드시 서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

버와의 연결이 끊기게 되면 다른 단말과의 컨텐츠 

공유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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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말간 동기화시 네트워크 구성도

Fig 3. Network Topoloby for Ad hoc 

Synchronization

그림 4 Ad hoc 동기화 프로시져

Fig 4. Ad hoc Synchronization Procedure

Ⅲ. 임의의 단말간 Ad Hoc 동기화

본 논문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단말의 데이터 동기화 시에 서버와의 연결에

만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의 임의의 단말들 간에 컨

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의 단말에서 

데이터가 수정되어 서버와 동기화를 시도할 때 서

버와의 네트워크가 끊긴 경우에, 이용 가능한 네트

워크(예: 블루투스, Zigbee 등)를 이용해 주변 사용

자 기기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1. 네트워크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다수의 장치를 사용하

며 동일한 데이터로 동기화되기를 원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림2의 예에서처럼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다수의 장치가 존재하는 네트워크 구

성도를 가정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여지는 것처

럼, 각 장치가 가진 네트워크 특성상 장치(A)와 장

치(C)는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장치(A)에서 생

성 혹은 수정한 컨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장치(C)

로 자동으로 옮겨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장치

가 주변에 연결 가능한 장치들에게 컨텐츠를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장치(A)는 장치(B)를 통해 장치(C)

로 컨텐츠를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기존

의 동기화 서버는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하나의 장

치가 될 수 있다. 장치(C)와 장치(D)가 연결되지 않

았더라도 장치(A), 장치(B), 장치(C) 및 장치(D)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2. Ad Hoc 동기화 프로시져

상기와 같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단말간에 데이

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인 서버에 의

존하지 않고, 주변의 연결 가능한 사용자의 임의의 

단말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한 프로시져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기화할 모든 데이터는 최초 생성된 시점

과 수정된 시점을 기록한다. 이는 여러 단말들이 동

시 다발적으로 동기화가 진행되었을 때, 데이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즉, 데이

터를 동기화할 때, 데이터의 수정된 시점을 기준으

로 다른 단말과 동기화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수정이 발생하

면, 이를 인지하여 동기화 에이전트가 수행된다.

다음 단계로, 동기화 에이전트는 수정되거나 생

성된 데이터를 임의의 다른 단말들과 공유하기 위

해 연결 가능한 단말을 찾는다. 블루투스, ZigBee, 

WiFi 등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된 

단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ad hoc 동기화 에이전

트 서비스를 찾는다. 

다음 단계는 인증단계이다. 상기 메시지에 응답

하는 단말이 있으면,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사용자 인증정보를 이용해 단말의 사용자를 인증한

다. 

단말의 인증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데이터가 수

정되었음을 연결된 단말에 알려주고, 연결된 단말상

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 단계

는 기존의 동기화 방법과 유사하다. 

3. 단말인증절차

단말 상에는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아이디, 패

스워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단말검색 

후, 임의단말에 동기화 에이전트가 응답을 하면 암

호화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임의 단말로 보

낸다. 임의단말상의 동기화 에이전트는 갖고 있는 

자신의 해당 아이디, 패스워드를 상대단말의 아이

디, 패스워크와 비교하여 단말의 사용자임을 인증하

는 메시지를 보내어 인증절차를 마무리한다. 동기화 

에이전트는 해당 단말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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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기화 에이전트 구조도

Fig 5. Sync Agent Architecture

그림 6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Ad hoc 동기화 예

Fig 6. Ad hoc Syncronization for Cloud Service

사용자 패스워드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동기화의 대상이다. 서버는 사용자의 단말의 

일부로  보면 된다. 단말의 인증을 위해서 각 단말

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 집중적인 

서버를 접속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인증 서버

로의 접속이 끊어져 있으면 단말 인증이 이루어지

지 않아, 단말간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에, 단말 인증을 하는데 있어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다. 

하나의 단말이 사용자의 모든 단말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동기화를 하게될 단말을 인증하

는 것은 단말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절차로 보면 된

다. 따라서, 단말은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

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4. 동기화 에이전트 구조도

본 논문에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장치마다 동기

화 에이전트가 존재한다. 각 동기화 에이전트는 장

치검색모듈(Sync Agent Discovery), 네트워크 어

답터, 인증모듈(User Authentication), 동기화모듈

(Application Data Sync Agent), 컨텐츠 저장소 등

으로 구성된다. 장치검색모듈은 컨텐츠를 동기화할 

장치를 찾는 모듈이다. 이때, 서버와 같이 사용자의 

장치를 미리 등록하여 사용자의 장치들을 찾아 연

결한다. 등록된 장치들이 연결이 안 될 경우, 블루

투스에서 사용되는 SDP(Service Discovery 

Protocol)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적절히 

주변 장치를 검색하여 ad hoc 동기화 에이전트를 

찾아낸다. 이때, 동기화 에이전트를 찾기 위한 메시

지를 보내고, 응답이 있으면 인증과정으로 넘어간

다. 네트워크 어답터는 블루투스, ZigBee, WiFi 등 

장치에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찾아 연결해 주

는 모듈이다. 인증모듈은 사용자가 동기화할 장치 

및 동기화 에이전트에 대한 인증과정을 담당한다. 

사용자 단말의 인증은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거나 장치의 고유번호를 이용한다. 동기화 모

듈은 인증된 장치와 컨텐츠를 상호간에 동기화한다. 

컨텐츠 저장소는 사용자가 설정한 동기화할 컨텐츠

를 저장한다. 

5.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Ad hoc 동기화 분석

앞서 임의의 단말간 데이터 동기화에 대하여 논

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동기화 방법을 이용하면, 퍼

스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퍼스널 스토리지와의 

데이터 공유도 가능하다. 단말의 데이터를 퍼스널 

클라우드 서버와 동기화할 때, 동기화 에이전트(A)

는 동기화 서버와 연결을 할 수 없을 때, 연결 가능

한 동기화 에이전트(B)를 찾아 데이터를 동기화한

다. 동기화 에이전트(B)는 동기화 서버와 연결하여 

퍼스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어느 단말이든 동기화 서버와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동기화를 완료한다. 본 논

문의 구성에 따르면, 단말과 서버간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도 주변의 연결 가능한 다른 단말에 데이

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으로 

단말 간에 혹은 단말과 퍼스널 클라우드 스토리지

와 데이터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의의 단말간 ad hoc 동기

화 방법은 가용성(availability), 성능(performance), 

확장성(scalability)등의 품질 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가용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정확히 동작 하는지

를 평가한다. 가용성 측면에서, 기존 기술은 단말 

간 데이터 동기화가 서버에 의존하므로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서버가 작동하지 않으면 단말들 

간에 데이터 동기화는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은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지거

나 서버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연결가

능한 단말과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어, 단말간 네

트워크 연결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단말간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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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은 단말의 수가 늘어나도 동일한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는 품질 요소이다. 기존 데이터 동기

화 방식은 서버의 처리능력 및 서버와의 연결에 의

존하기 때문에 동기화를 하기 위한 사용자 및 단말

의 수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은 단말간 동기화가 가능하므로 사용자 및 단

말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성능 및 기능에 제한이 덜

하다.

이종 단말 간 데이터 동기화 속도에 있어서, 중

앙 집중적인 데이터 동기화 방식에서의 성능은 네

트워크 대역폭이나 서버의 처리성능에 따라 단말에

서의 동기화 성능이 좌우된다. 즉, 두 단말이 인접

하여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단말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드 한 후 다른 단말

이 다시 서버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방식은 서버를 거치 않고도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어 단말간 데이터 동기화 처리속도

가 빨라질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의 동기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는 사용 중인 단말 상에서 동기

화할 컨텐츠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연결된 네트워

크를 통해 동기화할 사용자의 단말을 찾는다. 주변

의 모든 장치에 동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의 

사용자 인증을 하여야만 장치에 컨텐츠를 동기화할 

수 있다. 단말에 대한 인증 방법은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통한 방법과 단말의 아이디를 미리 등록하

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말간 변

경된 컨텐츠를 상호 동기화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구성에 따르면, 다음의 시

나리오가 가능하다.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연결 가능한 사용자의 장치를 통해 컨텐츠가 동기

화 된다. 사용자는 사진을 집안에서 TV처럼 큰 화

면에서 사진을 볼 수도 있고, 서재에 있는 PC에서 

사진을 편집할 수도 있다. 원본 데이터는 서버에 자

동으로 보관되어 편리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동

기화 방법은 중앙 집중적인 동기화 서버 없이도 임

의의 단말들 간에 컨텐츠 공유가 가능한 이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의 단말간 ad hoc 동기화 방법은 가

용성, 성능, 확장성 등의 품질 면에서 기존 방법보

다 더 나은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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