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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mplify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간의 쉬운 데이터 동기화 및 AI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개발

백재현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

AWS Korea

정창호

솔루션즈 아키텍트

AWS Korea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혁신 할 것입니까?

2025년
모바일 인터넷
가입 건수

한번 설치 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앱

앱스토어에 게시 된 앱2024 년까지 가입자 당
월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1인당 모바일 사용
시간/일

Source: GSMASource: GSMASource: Mary Meeker’s
Internet Trends 2019



모바일 / 웹 앱의 도전과제

플랫폼

모바일 앱/웹

차별화

어떻게 눈에 띌 것인가?

연결성

모바일, 태블릿 등

오프라인 작업

보안/인증

AuthN / AuthZ

데이터 레이어

앱과 클라우드간동기화

실시간 업데이트

빠른 시장 대응 능력

반복적인 풀 스택 개발

개발 생산성 및
팀 워크플로우



AWS가 제공하는 기능



AWS Amplify

가장 널리 사용되는 OS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개발자도구를 이용하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포함한 전체 앱을 빌드, 테스트, 배포, 호스팅.

Amplify 프레임워크는 오픈 소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로서 라이브러리, CLI 툴체인 및 UI 
구성 요소를 포함

CLI 툴체인을 통해 Amazon Cognito, AWS 
AppSync 및 Amazon Pinpoint와 같은 AWS 
서비스와 쉬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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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프레임워크
AWS Amplify

Use-case 중심적

선언적(Declarative) 추상화

모범사례 내장
(E.g., Storage.put())

AWS Mobile SDKs

AWS service 중심적

Low-level
(E.g., AWSS3TransferUtilityUploadExpression)



Amplify 카테고리

Analytics

사용자 세션, 사용자 정의
속성 및 인 앱 메트릭 추적

API

REST를사용한 HTTP 요청
및실시간데이터를지원하는
GraphQL

Auth

사전 빌드 UI 구성 요소가
포함 된 AuthN 및 AuthZ
라이브러리

DataStore

앱과 클라우드간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온디바이스 영구 스토리지
엔진

Interactions

딥 러닝 기술로 구동되는
대화식 봇

PubSub

클라우드 상의 Pub/Sub 
메세지 송수신을 위한
미들웨어에 앱 연결

Notifications

캠페인 분석 및 타겟팅을
통한 푸시 알림

XR

앱에서증강현실및가상
현실콘텐츠로작업

Predictions

앱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동되는 AI / ML 기능 추가

Storage

공용, 보호 및 개인
스토리지에서 사용자 컨텐츠를
안전하게 관리



Amplify 프레임워크
Predictions 카테고리 Use Case

✓ 텍스트 번역 (Translating text)

✓ TTS (Text to speech)

✓ OCR (Text recognition)

✓ 엔티티 인식 (Entities recognition)

✓ 객체 레이블 (Label real world objects)

✓ 텍스트 해석 (Interpretation of text)

✓ ASR (Auto Speech Recognition)

✓ 자동 학습을 위한 이미지 업로드



Amplify 프레임워크
Predictions 카테고리 서비스

✓ 텍스트를 딥러닝을 통해 실제같은
음성으로 변환

✓ 자연스러운 소리

✓ 음성 저장 및 재배포

✓ 실시간 스트리밍

✓ 음성 출력 사용자 정의 및 제어



Amplify 프레임워크
Predictions 카테고리 서비스

✓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

✓ 타임 스탬프 생성

✓ 여러 명의 스피커 인식

✓ 맞춤 어휘



Amplify 프레임워크
Predictions 카테고리 서비스

✓ 머신 러닝으로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자동화

✓ 실제 객체 레이블

✓ 콘텐츠 조정

✓ 텍스트 감지

✓ 얼굴 검색 및 확인

✓ 얼굴 감지 및 분석

✓ 유명인 인식



Amplify 프레임워크
Predictions 카테고리 서비스

✓ 거의 모든 문서에서 텍스트와 데이터를 쉽게 추출

✓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추출

✓ 폼 추출, 테이블 추출

✓ 경계 상자 (Bounding Boxes)

✓ 조정 가능한 신뢰 임계 값



Amplify 프레임워크
Predictions 카테고리 서비스

✓ 키워드 추출

✓ 감정 분석

✓ 구문 분석

✓ 엔터티 인식

✓ 종합 의료

✓ 맞춤 엔티티



Amplify 프레임워크
Predictions 카테고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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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Application의데이터요구사항

낮은지연의메세지

-은행

-뉴스 기사

-공유 화이트 보드

-멀티 플레이어 게임

-채팅 애플리케이션

- AR / VR 경험

-문서 협업

온-오프라인싱크

-채팅 기록

-문서 싱크

-금융 거래

-기사

-게임 기록

-지도



GraphQL을 사용하여모바일 / 웹 앱과 클라우드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멀티 플랫폼 (iOS / Android / React Native / 

Web) 온 디바이스 영구 스토리지 엔진

Amplify DataStore



Amplify DataStore API



Amplify DataStore Architecture 



동기화중충돌문제해결
a) Auto Merge

b) Optimistic Concurrency

c) Lambda

10

"miniature schnauzer”

10

"miniature schnau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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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mplify 콘솔



AWS Amplify 콘솔 / Front-End

단순화된 CI/CD



AWS Amplify 콘솔 / Back-End 리소스



Amplify Co-Work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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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링크

✓ 데모 소스 : https://github.com/xmrrh/summit2020-mobile

✓ Amplify Framework : https://aws-amplify.github.io/docs/

✓ Amplify 관련 Workshops :

✓ React : https://amplify-workshop.go-aws.com/

✓ Android : https://xmrrh.github.io/prerequisites/

✓ React-native : https://github.com/dabit3/aws-amplify-workshop-react-native

✓ iOS : https://medium.com/swlh/aws-amplify-appsync-building-api-with-graphql-for-ios-application-6d3c24741b3e

✓ Builder's Zone의 Smart Factory 데모 부스

https://github.com/xmrrh/summit2020-mobile
https://aws-amplify.github.io/docs/
https://amplify-workshop.go-aws.com/
https://xmrrh.github.io/prerequisites/
https://github.com/dabit3/aws-amplify-workshop-react-native
https://medium.com/swlh/aws-amplify-appsync-building-api-with-graphql-for-ios-application-6d3c24741b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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