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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휴대용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따라 사용자가 기

존의 컴퓨터 (인터넷)에서 하던 일들을 2가지 이상

의 다른 플랫폼 상의 스마트 기기에서 작업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휴대용 스마트 기기는 특

성상 필수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

런데, 무선 인터넷 환경은 24시간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오프라인 상태에서 

저장된 데이터들이 나중에 온라인 연결이 되었을 

때, 다른 플랫폼의 여러 가지 기기에서 동기화가 되

는 기능이 필요하다. 온라인 상태일 경우에는 변경

되는 데이터들이 당연히 실시간으로 다른 여러 디

바이스에 동기화되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적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우선으로 데이터를 연동된 다른 장치에서 저장하고 

사용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기기에서 접

근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로컬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의 여러 디바

이스에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면 서버에 모

든 데이터가 있어야 하므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를 저장한 후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와 동기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기능들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예로서 에버

노트, WunderList [1], Todoist [2], Google 

Calender [3] 등과 같은 유틸리티성 서비스가 있

다. 위 서비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1의 

WunderList의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플랫폼

의 어떠한 기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명시하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상태에서

도 아무런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어

느 기기에서든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

공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우선으로 데이터를 저장

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기기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데이터 동기화 관련하여 학술지 등을 찾아보면, 

데이터 동기화 표준인 SyncML 기반의 자료 동기화 

[4] 또는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특허 [5]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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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기기의 데이터 동기화 기능 지원 

(WunderList)

Fig. 1 Data synchronization among several 

devices (WunderList)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되어 쓰이지 않는 규격이 

되었고, 주 내용은 두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 

효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멀티 디바이스 환경

에서는 잘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멀티 디바이

스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를 지원하면서, 데이

터 동기화를 좀 더 유연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과 로직 설계 과정을 다루며, 세부적으

로는 클라이언트, 서버 각각의 구체적인 설계와 로

직 구현 예시를 다룬다. 3장에서는 실제로 구현하고 

적용 및 테스트했던 시나리오와 환경에 대한 내용

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목표에 대한 이

야기를 다룬다.

Ⅱ. 본 론

Todoist 또는 구글캘린더의 동기화 API [6] 등

을 살펴 보면, 먼저 전체 동기화를 통해 서버와 클

라이언트 상태를 완전히 동기화 하고 동기화 토큰

을 얻는다. 이후 토큰을 이용하여 변경 사항들을 받

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데이

터 동기화를 하고 있다.

1. 시스템 구성

전체적으로 동기화 시스템을 그려 보면, 그림2와 

그림3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의 변경사항 전

체를 받아와서 처리를 한 후, 클라이언트의 변경사

항을 서버로 업로드하여 동기화를 완료한다.

위 과정과 같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

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몇 가지 컬

럼을 추가한다. 그리고 그 컬럼들을 이용하여 서버

와 클라이언트 각각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 처리 로

직을 설계하여 구현한다.

그림 2. sync_at 이후의 서버의 변경 사항 반영

Fig. 2 Modification of changes of the server 

after sync_at service

그림 3. 클라이언트의 변경사항 전송

Fig. 3 Sending changes of client to server

2.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동기화가 진행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는 서

비스를 위한 컬럼들 (id, title, content, updated_at 

등등) 이외에 두 개의 컬럼 server_id와 dirty_flag

를 추가적으로 생성하여 그림4와 같이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server_id는 서버 측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는 값이다. 이는 컬럼이 추가됨에 따라 항상 

바뀌어 유일한 값을 가진다. 이 값을 이용하여 여러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동기화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로컬 저장소에 해당 데

이터가 변경 또는 추가 되어 서버와 동기화가 필요

한 데이터인지를 체크 할 boolean 값이 필요하다. 

이를 dirty_flag라고 표현하였다. 클라이언트에서 데

이터가 변경이 되거나 추가가 되면, 해당 데이터의 

dirty_flag를 true로 세팅 한다. 동기화가 완료된 후

에는 dirty_flag를 false로 바꾸어 동기화가 완료되

었다는 표시를 한다.

그리고 별도로 클라이언트에서는 동기화 완료 

시점을 저장해야 하고, 이는 각 디바이스에 sync_at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시

점을 기준으로 서버에 변경된 데이터를 요청하여 

동기화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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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데이터베이스 구조 예시

Fig 4. Database structure

그림 5. 서버의 변경사항을 받기위한 API

Fig. 5 API for receiving changes of server

3. 동기화 기본 전체 로직 [7]

일반적으로 동기화는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로컬 저장소에 데이터가 저장 

혹은 업데이트가 되면 서버로 동기화 요청을 하면

서 진행이 된다. 이때 요청이 클라이언트가 HTTP 

통신으로 서버에 변경사항을 모두 전송해달라는 요

청이다. 그리고 서버에서 변경 사항을 내려 주기 위

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HTTP 요청의 파라

미터로 time stamp를 함께 보낸다. 이 time stamp

는 클라이언트가 동기화를 완료한 시점이고, 서버는 

그 시점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들을 모두 전송한다. 

이 파라미터의 이름은 sync_at으로 명명했다.

그림5는 해당 API의 예시이며, GET 요청의 

query로 sync_at에 time stamp를 넣어서 요청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위 API의 응답으로 받아온 데

이터들을 모두 로컬 저장소에 저장 또는 업데이트

를 하면 된다. 이 과정은 앞으로 설계한 로직에 따

라서 진행이 된다. 최초 동기화 요청 시에는 

sync_at의 time stamp 값이 0 일 것이고,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전송된다.

로컬의 저장소 동기화가 모두 끝나면, 이제 클라

이언트에서 변경된 데이터들을 서버 쪽으로 모두 

전송한다. 이때 dirty_flag를 통해 변경된 사항들을 

확인한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동기화 완료 시점으로 디바

이스에 저장된 sync_at값을 현재 time stamp로 수

정해준다.

전체 동기화 진행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여러 

테이블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설계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상의 모델에서 하위 모델 순

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6. 로컬 저장소 동기화 과정 블록다이어그램

Fig. 6 Block diagram of synchronization of local 

repository

4. 클라이언트 동기화

그림6은 클라이언트 동기화 과정을 블록다이어

그램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동기화를 위한 첫 요청

으로 클라이언트의 동기화 완료 시점 이후에 변경

된 모든 데이터들을 서버로부터 받는다. 이 데이터

들을 모두 클라이언트의 로컬 저장소에 동기화 시

킨다.

우선 서버의 모든 데이터에는 각각의 고유한 

server_id값들이 있다. 이 값을 이용하여 로컬 저장

소에 해당 server_id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지 체크한다. 이 값을 가진 데이터가 로컬 저장소에 

있다는 말은 해당 데이터가 서버와 동기화가 한 번

이라도 되었다는 말이고, 반대로 없다면 서버에서 

받아온 이 데이터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추가되어 

서버에 동기화가 되어 있다가 해당 디바이스에 동

기화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컬 저장소에 해당 server_id의 데이터

가 없다면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insert하여 준다. 

그리고 server_id를 가진 데이터가 로컬 저장소

에 있다면 해당 데이터의 dirty_flag값을 체크해야 

한다. 이 때, dirty_flag가 true라는 말은 클라이언

트가 해당 데이터를 수정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디바이스의 데이터와 충돌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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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클라이언트의 변경사항을 전달하는 API

Fig. 7 API to send the changes of clients

는 미리 정해둔 충돌 상황 일 때의 정책에 맞춰서 

데이터를 동기화 한다. 정책이 서버의 데이터로 로

컬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주는 정책 이라면 로컬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dirty_flag를 false로 바

꾸어 서버와 동기화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

위의 로직으로 서버에서 받은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씩 동기화 하면 된다.

5. 서버 동기화

위의 클라이언트 동기화 과정을 모두 거치면 서

버의 변경사항들이 로컬의 저장소에 모두 반영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남은 과정은 로컬 저장소의 변경 

사항을 모두 서버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로컬 저장

소의 변경된 데이터들을 모아 서버로 전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dirty_flag값을 이용한다, 로컬 저장

소의 데이터들 중에 dirty_flag값이 true인 값들을 

모두 찾아와서 서버로 보낼 HTTP POST요청의 

body를 만들어준다.

Body는 경량의 데이터 교환형식인 JSON [8] 

형식을 이용하여 만든다. 위에서 찾아온 dirty_flag

가 true인 데이터들의 server_id가 저장되어 있는

지를 체크하여 각각 분리하여 JSON을 구성하여 보

내도록 한다. 그림7은 해당 API의 body JSON 형

식의 API를 나타낸다.

Server_i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서버에 동기

화가 된 적이 없고 서버에는 없는 데이터라는 의미

이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들은 서버에서 모두 

insert 해주면 되는 데이터들이다. 이 데이터들을 

JSON의 post라는 key값으로 묶어서 구성한다.

그림 8. 서버-클라이언트간의 시간 차이 제거 코드

Fig. 8 Example code to eliminate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rver and client

server_id가 존재하는 경우는 동기화가 한번 이

상은 진행되었던 데이터이고, 서버에 데이터가 있다

는 말이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는 서버에서 해당 

server_id의 데이터를 찾아서 update를 해야하는 

데이터들이다. 이 데이터들은 JSON의 patch라는 

key값으로 묶어서 구성한다. 

서버에서는 API를 통해 받아온 데이터들을 post 

/ patch 에 맞추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insert 

혹은 update를 해준다.

여기에서 post로 묶여온 데이터들을 서버 저장

소에 insert 하고 나면 server_id가 만들어지는데, 

그 값들을 모아서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받은 server_id를 다시 로컬 저

장소에 해당 데이터를 찾아 server_id를 update 한

다. 

이 과정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동기화가 모두 완

료되는 시점이고, 이 시점을 time stamp로 클라이

언트 기기의 sync_at에 저장한다.

6. 충돌 회피 전략

충돌 상황에서의 회피 전략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로컬의 데이터가 항상 선택되도록 하거나, 서

버에서 받은 데이터가 항상 선택되도록 하거나, 

updated_at 을 비교하여 최근에 수정된 데이터가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의 선택은 각각의 서

비스의 성격에 맞도록 선택하여 구현하면 된다. 만

약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바와 같이 updated_at 

을 비교하는 오프라인 우선 정책의 경우에는 주의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디바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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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테스트를 위한 앱 구현 (질문 리스트 화면)

Fig. 9 Implementation of a test application

다 time zone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서버와 클라이

언트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림8과 같이 구현한다.

7. 동기화 타이밍 & 실시간 동기화

위의 과정을 모두 구현하면 기본적인 오프라인 

우선의 동기화 기능이 모두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동기화를 할 타이밍이다. 언제 

어떠한 주기로 동기화를 할지 잘 조율하여 서버의 

부하도 적게 주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잘 동기

화가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서버에서 변경 사항이 누적되어 동

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줬을 

때이다.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는 모바일 푸시를 이용하거나 socket 통신 

등을 이용하여 구현해 준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저장소에 

insert / update 가 일어났을 때이다. 이때 이미 동

그림 10. 테스트를 위한 앱 구현 (상세 답변 화면)

Fig. 10 Implementation of a test application

기화가 진행 중일 때는 동기화 요청이 반복되지 않

도록 구현한다.

Ⅲ. 구현 및 적용

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예

로서,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Q&A 서비스에 동기화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하여 구현하였다. 질문 리스트를 보는 화면 그림9

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그림10과 같이 구현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휴대폰 앱을 통해 질문 

사항을 올리면 해당 질문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휴대폰 앱에서 동기화되어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강연자의 앱 또는 웹에 질문들이 보

이고, 강연자가 해당 질문들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하

며, 등록한 답변 또한 동기화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

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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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스 코드의 공개

Fig. 11 Release version of source Code

그림 12. 테스트 환경 구성도

Fig. 12 Configuration of test scenario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인터넷 환

경은 항상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이 잠시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세미나 

참여자가 질문을 올리면 본인의 휴대폰에서는 바로 

잘 등록이 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오프라인 상황

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

화되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연결이 다시 

원활히 되면, 직접 재등록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자

동으로 동기화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다.

위 과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어플

리케이션과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그림11과 같이 각

각 구현하여 코드 공개 저장소인 GitHub에 업로드 

하였다 [9].

클라이언트 앱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여 구현하

였다. 로컬 저장소를 위하여 Realm [10] 을 이용하

고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HTTP 모듈인 Retrofit 

[11] 을 활용하였다.

Realm은 모바일환경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 Retrofit은 HTTP 통신

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이다.

서버 앱은 NodeJs [12]를 활용하여 구현하였

다. 서버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를 이용했

다. 그리고 원활한 테스트 환경을 위해 서버 앱을 

클라우드 환경인 AWS EC2에서 서비스하도록 올려

두었고, 데이터베이스 또한 AWS RDS를 이용하여 

서버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12은 구현된 어플리케이션들의 구성을 나타

낸 것이다.

Ⅳ. 결론 및 향후 목표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우선의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 동기화의 구현에 대하여 다루고 이를 구현

한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위 설계 과정에 따라 

코드를 구현하여 테스트 한 결과 동시에 다양한 디

바이스에서 오프라인 우선 정책에 의한 실시간 데

이터가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기술은 다른 앱의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기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기화 로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모델이 

동기화가 될 때, 원하는 로직을 추가하거나, 특별한 

정책을 가지며 동기화할 수 있도록 추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 다양해지는 스마트 기기들 속에서 해당 기

술이 많은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를 구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많은 인력

이 필요하다. 향후 목표는 해당 설계를 가진 코드를 

각각의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맞도록 자

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러한 기술

적인 부분에서의 리소스를 최대한 줄이고,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 개발에 리소스를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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