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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ICT 비용절감, 업무혁신을 위해 정

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사용하는 방식에서 클라

우드 서비스를 임차 사용 하는 형태로 전환 중이다 

이미 클라우드 라는 개념은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알고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 중인 사용자라면 이를 인식 하고 있든 아니든 

복합 콘텍스트 및 Rule-Matr ix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서비스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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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nternet technology and Internet of Things(IoT), most of

applications are being smarter and changing from native application to SaaS (Software as a Service)

application. New versatile SaaS applications are being released through various app portals (e.g. appstore,

googleplay, T-Store, and so on). However, a user has a difficulty in searching, choosing an suitable

application to him. It is also hard for him to know what functions of each SaaS application are useful.

He wants to be recommended something inter-operated SaaS service according to his personality and

his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way of making mash-up of SaaS applications in order

to provide the most convenient inter-operated SaaS service to user. This paper also presents SaaS

Application Mash-up Framework (SAMF), complex context and rule matrix. The proposed SAMF is

a main system that totally manage SaaS application mash-up service. Complex context and rule matrix

are key components in order to recommend what SaaS applications are needed and how those SaaS

applications are inter-operated. The SAMF collects complex contexts (User Description, Status

Description, SaaS Service Description) in order to choose which SaaS applications are useful, analyze

what functions to use, how to mas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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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를 한 개 이상씩은 

사용 중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광범위하

게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프라 환경을 

가상공간에서 제공하는 IaaS 서비스, 응용 서비스 개

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가상에서 제공하는 PaaS 서비

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SaaS 서비스

들에 대해  많은 사업자들이 자사의 서비스들을 클라

우드 기반으로 고도화 하여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 단말 보급 확산과 더불어 어플리케

이션들이 SaaS 서비스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

작하어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 Internet Of Things (IoT), 웨어러블 기

술이 각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들을 지원하는 서

비스들도 점차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형태로 제공

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사용자가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

스의 활용, 성능 관리, 전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

로커리지 (CSB: Cloud Service Brockerage) 개념이 

등장하였다[1]. 또한 SaaS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

들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연동하여 제공하려는 SaaS

Aggregation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SaaS

Aggregation은 다종ㆍ다양한 SaaS 형태의 서비스

들을 통합된 하나의 환경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과 관리를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해 나타난 기술이

다[2,3]. 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SaaS Aggrega-

tion 서비스는 사용자가 수행중인 서비스에서 제공

되는 기능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건을 결정

하고, 다른 서비스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 내

역을 결정하는 단순한 연결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

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특성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으로 연동된 기

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조건

에 따라 결정된 행위를 하는 단순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여 사용자

와 서비스 이용 상황에 맞춰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SaaS 연동 프레임워크와 제반 필요 기

술들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 연동 서비스를 운

영 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 구성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 기술 소개와 함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제시하고, 3장과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1) 맞춤형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SAMS 구성, 2) 맞춤형 SaaS 연동에 필요한 사용자 

특성, 서비스 이용상황 및 SaaS 서비스 특성에 대한 

상세 콘텍스트를 정의 및 분류하고, 3) 이 복합 콘텍

스트들을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연동 서비스

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Rule-Matrix와 4)

맞춤형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프레임워크(SAMF)

기본 구조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설계된 SAMF를 

활용하여 IoT Home 환경에서 IoT SaaS 서비스를 

구현 검증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 : Cloud Service 

Brokerage)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들은 기존의 

IaaS, PaaS, SaaS 형태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제공되

던 수준에서 근래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 클라우

드 서비스 연동, 클라우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CSB 이다.

CSB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자로서 클라우드 가상

자원,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기업이나 개인의 수요에 

맞게 연동 구성해주고 관리를 해준다. 다시 말해 

CSB는 아마존웹서비스(AWS)나 구글, 마이크로소

프트(MS), KT와 같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털

에서 신청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여 마치 다

른 서비스들을을 하나의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2 SaaS Aggregation 서비스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SaaS Aggregation 서비

스는 서비스들은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서로 다른 SaaS 서비스들

은 연동하여 개별 SaaS 제공자들이 의도한 기능 이

상의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동 처리 

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서비스 예가 IFTTT1)[4]

와 Zapier[5]를 들 수 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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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

자가 지정한 규칙(IFTTT인 경우 Recipe2), Zapier인 

경우 Zaps3))에 따라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액션을 취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목

적을 편리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 

둘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건을 결정하고, 다른 서비스 기능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수행 내역을 결정하는 단순한 1:1의 

연결 서비스만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추천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거

나 평점이 높은 연결 규칙을 추천 해주는 수준으로 

사용자 개인의 특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한

계를 벗어나 기존 서비스가 제공하는 단순 연결방식

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결 규칙을 간편히 정의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 이용하는 

기술과 환경 제공이 가능한 메쉬업 SaaS 서비스연동

이 필요한 시점이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의 특성, 서비스 이용 상황 등을 고

려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aaS Aggregation 매쉬업 시스템 (SaaS Ag-

gregation Mash-Up System : SAMS, 이하 SAMS)

구성을 기술하고, SAMS가 사용자 특성에 맞춰 적합

한 SaaS 서비스 및 기능을 검색하고 연동하여 사용

자에게 최적의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용자 특성·서비스 상황 인지 기반 사용자 맞춤형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사

용자 특성 및 서비스 상황을 SAMS가 인지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해당 정보들에 대한 상세 콘텍스트들을 

정의 및 분류를 해야 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된 정보들은 SAMS가 관리중인 SaaS 어

플리케이션 및 기능을 검색하고 선별하는데 활용된다.

1) IFTTT(IF This Then That) : 인터넷과 컴퓨터에 존재
하는 여러 별개의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들을 임의 또
는 지정된 Recipe에 따라 자동 연동시켜주는 서비스.   

2) Recipe : IFTTT 서비스에서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동작을 할 것인지를 정의한 규칙

3) Zaps : Recipe와 동일한 개념으로 Zapier에서 사용하는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연결 동작시켜야 하는지
에 대해 정의한 규칙

3. SaaS Aggregation 매쉬업 시스템 (SaaS 

Aggregation Mash-up System : SAMS)

제안한 SAMS는 기존의 IFTTT나 Zapier에서 제

공하는 단순한 SaaS 연동 서비스와는 다르게, 사용

자 특성,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하

여 최적의 연동 구성된 결과를 제공해준다. 연동 되

는 형태도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한 개의 서비스

를 찾아주는 즉, 1:1 단순 연동이 아니라 사용자 및 

상황정보를 고려하여 다수의 조건을 고려하고  다수

의 SaaS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연동 조합된 

결과를 주는 M:N의 연동 형태를 갖는다.

SAMS는 SaaS 연동 제공 사업자들이 쉽게 시스

템을 쉽게 관리하고, 운영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자

원을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토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되었고, 사용자의 특성, 서비스 상황 특성을 최

대한 반영하여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연동이 되기 위해 정의한 복합 콘텍스트를 해석하여 

다수의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동 되도록 설계되

었다. 특히나 제안한 서비스가 폭 넓게 사용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이미 서비스 되고 있는 Legacy SaaS

어플리케이션4)을 지원 가능토록 하였으며, SAMS

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토록 REST

API를 제공한다. 상기 서비스 목적을 위해 SAMS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7].

SAMS는 크게 3개의 서브 프레임워크, 즉 1)SaaS

Aggregation 프레임워크, 2)SaaS 서비스 연동 이벤

트 처리 프레임워크, 3)클라우드 바인딩 처리 프레임

워크로 구성된다. SaaS Aggregation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관리, SaaS 서비스 관리,

인증처리, 서브 시스템간 연동시 발생하는 이벤트 처

리 등을 처리하는 핵심 프레임워크이다. SaaS 서비

스 연동 이벤트 처리 서브 프레임워크는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 상황을 인지하여 SaaS 서비스들을 연동

처리 한다. 클라우드 바인딩 처리 서브 프레임워크는 

SaaS 연동 서비스를 이용 시 발생한 모든 로그 데이

터를 분석하여 사용자들의 이용패턴 분석, 연동 규칙 

추천 기능을 담당한다.

4) Legacy SaaS 어플리케이션 : 기존에 시장에 유통되는 
SaaS 어플리케이션으로서, SAMS에서 제시한 SSD를 
포함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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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 컨텍스트 SaaS 서비스 연동을 위한 핵심 

콘텍스트 정의 및 분류

SAMS가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 상황을 고려한 맞

춤형 SaaS 어플리케이션을 연동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파악 

분석하여 이에 알맞은 SaaS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Fig. 2에서와 같이 사용

자 특성, 서비스 이용 상황, SaaS 서비스 정보에 대해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에 필요한 속성 값이 포함된 

개체, 즉 콘텍스트를 정의하고 분류해야 한다[8].

복합 콘텍스트란 SaaS 연동을 위해 필요한 각 주

체 중 맞춤형 SaaS 서비스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들의 상세 콘텍스트 집합한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본 SaaS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최상위 컨텍스트는 1)“사용자 속성”, 2)“서비스 상황 

속성”, 3) “SaaS 서비스 속성” 을 정의한 정보이다.

4.1 사용자 정보(UD: User Description) 콘텍스트

사용자 정보 콘텍스트는 SaaS Aggregation 서비

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적 및 동적 특성을 파악하여 

Fig. 1. SAMS Architecture.

Fig. 2. The concept of SaaS Application mash-up using complex-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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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용자가 선호하는, 또는 자주 이용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이 사람에게 좋아할 만한 SaaS 서비스를 

연동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사용자 정보 

콘텍스트, 즉 User Description 는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로 구분된다. 정적 정보 (Static Description)는 

SaaS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간, 장소, 상황 등

에 변하지 않는, 즉 사용자가 현재 가진 정적인 정보

이고, 동적 정보 (Dynamic Description)는 시간, 장

소, 상황 등에 가변적이면서 동적으로 변하는 정보이

다.

Fig. 4은 UD 정보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이에 

대한 최상위 스키마 구조를 나타낸다.

사용자 속성 정보 콘텍스트 중 정적 정보에 포함

된 선호 정보와, 동적 정보에 포한된 사용 이력정보

는 사용자 기반 SaaS 서비스 추천 및 연동에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데이터 이다. 즉, 선호정보는 

SaaS Aggregation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선호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 사용자가 선호하는 것을 추천

해주주고, 사용 이력정보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정

보를 추출하여 이 사람에게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사용자 선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선호하

는 것을 선택 지정하는 것이며, 사용 이력정보는 일

정기간 동안 SaaS Aggregator 연동 서비스를 하면

서 시스템이 이 사람의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많이 

이용하는 장르, 콘텐츠, 룰 등을 결정하여 선호정보

와 함께 추천에 활용한다[9].

UD 정보는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서비스 사업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UI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UD정보를 구성하는 사용자 기본 및 선호 정보는 사

용자가 최초 서비스 가입당시 기입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다. 이에 반해 사용자 사용 이력정보는 사용자

가 선호한다고 직접 지정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토대로 

SAMS가 분석하여 추가 정의하는 콘텍스트이다. 통

상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순단 

Fig. 3. Abstract UD structure and way of gathering it.

(a) (b)

Fig. 4. Concrete UD definition and its schema structure. (a) UD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and (b) Top-level UD 

sche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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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 정보는 SAMF로 전달된다.

4.2 SaaS 서비스 이용 상황 정보 (SD : Status Des-

cription) 콘텍스트

SaaS 서비스 이용 상황 정보 콘텍스트는 사용자

가 서비스를 이용 중에 사용자 상황을 의미하는 정보

다. 사용자의 감성, 위치, 시간, 환경 정보 등의 TPO5)

정보, 즉 시간, 장소, 상황 정보를 나타내는 콘텍스트

이다. 특정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 맞춰 

최적의 SaaS 서비스들을 검색해주고, 개별 서비스들

이 가진 기능을 제공 해주기 위함이다. Fig. 5은 SD

정보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이에 대한 최상위 스키

마 구조를 나타낸다.

SD정보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PC 환경, 스마트 폰,

패드 등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로부터 자동으로 인

식되거나 사용자가 서비스 UI를 통하여 직접 밝혀 

SD 정보를 획득 가능하다.

4.3 SaaS 서비스 정보 (SSD : SaaS Service Des-

cription) 콘텍스트

SaaS 서비스 정보 콘텍스트는 SaaS 형태로 제공

되는 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다. 즉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UD, 상황정보를 나타내는 SD를 해

석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SaaS를 추천하기 위해 검

색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이다. Fig. 6은 SSD 정보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이에 대한 최상위 스키마 구조를 

나타낸다[10]. SSD정보는 SaaS 서비스를 개발하여 

SAMS에 등록할 때 개별 SaaS 제공자가 정의된 

5) TPO: Time, Place, Occasion 정보

SSD 스키마 구종에 따라 추가 입력하고, 이를 SAMS

가 관리하는 SaaS 서비스 Pool에 등록 및 관리된다.

4.4 Rule Matrix

Rule Matrix란 SAMS가 복합 콘텍스트 정보를 해

석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SaaS 연동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관리중인 SaaS 어플리케이션 Pool에서 어

떤 SaaS 서비스를 선별하여, 어떤 기능을 연결시킬

지에 대한 정보, 즉 연동 규칙을 포함한 테이블이다.

Fig. 7는 Rule Matrix 데이블 구조와 임의이 Rule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Rule Matrix에는 복수개

의 Rule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Rule들은 IFTTT에

서는 “Recipe”, Zapier에서는 “Zaps”와 유사하다.

“Recipe”와 “Zaps”는 사용자에게 연동 서비스를 제

공 하지만 이는 추천이 아닌 단순 1:1 연동 규칙일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ecipe와 Zaps의 기본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연동시

킬 수 있고, 연동시킬 때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서 연동시킬 수 있는 일종의 “Advanced

Recipe” 성격의 Rule Matrix를 정의하였다. Rule

Matrix를 활용하여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할 

경우 기존 IFTTT나 Zapier에서의 1개의서비스

Trigger6)으로 1개의 Action7)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

면, N개의SaaS 서비스의 Function들이Trigger /

Action 조합이 가능하다. Rule Matrix에 정의된 연동

6) Trigger : IFTTT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특정 조건이 발
생시 Source 채널의 특정 기능이 동작하는 상황

7) Action : IFTTT에서 정의한 용어로서, 특정 조건에 따라 
Trigger가 발생하여 Source 채널이 Target 채널에 결과
를 전달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어플리케이션 행위

(a) (b)

Fig. 5. Concrete SD definition and its schema structure. (a) SD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and (b) Top-level SD 

sche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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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SaaS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휴

된 SaaS 어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Rule Matrix에 포함된 임의의 i 번째 Rule인 

의 구조를 살펴보면, ① Index 번호, ② i 번째 Rule이 

어떤 사용자와 상황에 적합한지를 표현한 


와 
 , ③ 연동할 대상 SaaS 어플리케이션 ID

들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API, ④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연동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구성된

다. 간단히 설명하면 SAMS 서비스에 로그인 한 사

용자로부터 UD와 SD를 획득하여 해석하고, Rule

Marix에 포함된 개별 
와 

들을 비교

분석 하여 가장 높은 상관관계값을 가진 Rule에 포함

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동된다[11].

5. 스마트홈 환경에서의 IoT SaaS 서비스 연동 

구현 및 실험 결과 

5장 에서는 상기 설계한 SAMS를 활용하여 스마

트 홈내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IoT 형태

의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서비스를 구현하여 실험 

하였다. 본 서비스 구현 및 검증을 위해 설정한 실험 

환경은 Table 1과 같다. 사용자는 Table 1에 포함된 

일반 가정 4인을 설정하였으며, IoT 디바이스들은 현

재 시장과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IoT 제품들로 구성

하였고, 구현 및 실험을 위한 개념 구성은 Fig. 10과 

같다[12].

(a) (b)

Fig. 6. Concrete SSD definition and its schema structure. (a) SSD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and (b) Top-level 

SSD scheme structure.

Fig. 7. Structure of Rul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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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복합 콘텍스트 기반 IoT형 SaaS 어플리케이션 기

본 제어 실험

Table 1에 기술된 IoT 기기 및 서비스들은 서로 

다른 제조사가 제공하는 별개의 서비스 API와 데이

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조사별로 개별적으로 제공

하는 IoT SaaS 서비스들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SAMS

가 각 IoT 기기들을 제어하고, 각 기기들의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어야 한다.

Fig. 9은 Table 1에 포한된 실험환경을 활용하여 

홈내 IoT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고 및 데이터 처리를 

한 구현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에서 활용된 필립스 사

의 Hue 제품, Withings사의 Smart Body Analyzer,

그리고 Smart Things와 호환되는 Smart Keypad 등

의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각 제조사

가 각자 제공하는 웹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관리

된다. 각 회사별로 따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 및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 

Table 1. The Expremental Environment of IoT SaaS mash-up service

Element Description

User

Father A Employee, Male, 50s Age, Interest in health

Mother B Housewife, Female, 40s Age, Interest in Utility

Daughter C Female, 20s Age, Univ.Student, Interest in Job

Son D Male, 10s Age, Interest in University

IoT

Device

Weather Station Estimate of Indoor Temperature, Humidity, Co2

Smart Body Analyzer Record and analyze Weight

Fitbit Force Record and analyze bio signal

Smart

Things

Door Lock Sensor Check sensiong door is opend or not

Smart Keypad Check status of Doorlock or keypad

Smart Thermolat Control and monitor temperature

Power Sensor

(Smart Poweroutlet)
Power switch contorl ( On/Off)

Arrival Sensor Monitor distance from point of interest

Smart Camera Network Camera

Fig. 8. Concept of IoT type SaaS application mas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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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형태로 개발된 IoT Coordinator를 활용하였다.

Fig. 9의 (a)는 각 방에 설치된 Hue IoT 기기의 상태

를 확인하고 전등을 끄고 겨코, 조명색을 변경하는 

등의 제어를 할 수 있는 실험 결과이다. Fig. 9의 (b),

(c), (d)는 SmartThing와 연결되는 도어락 키패드,

도어락 센서, 파워센서 등의 IoT 장치들을 IoT

Coordinator로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 할 수 있는 실

험 결과이다.

5.2 Rule Matrix를 활용한 IoT type SaaS 어플리케이

션 연동(IoT-SaaS Coordinator) 구현

본 장에서는 5.1절에서 구현된 IoT Coordinator를 

활용하여 스마트 홈 환경에서 Rule Matrix 기반 IoT

type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Rule Matrix는 Table 1에서 기술된 

사용자 4명의 개인 특성, 그리고 이들이 스마트 홈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간단한 Rule을 도출

하였고 이를 Rule Matrix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여 Fig. 10과 같이 구현 및 실험 하였다.

Fig. 10의 실험에 사용된 상황은 Table 1에 포함된 

사용자 B, 즉 가정 주부인 어머니가 외출을 하면 댁

내 설치된 Hue를 자동으로 소등을 하고, 귀가시 스마

트키패드의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면 

자동으로 Hue 점등을 하는 연동 실험 결과이다. 사용

자 C인 여대생인 경우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 

SmartBody Analyzer로 측정된 본인 체중 변화를 일

정 주기별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작하여 G메

일로 자동 발송 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즉 개별 

사용자 개인 특성별로 Rule Matirx에 존재하는 관심 

있어 할 만한 SaaS 어플리케이션 연동 규칙을 추천

하고 이를 사용자가 최종 선택하여 저장하면 해당 

Rule에 담겨진 연동 조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IoT

기기들이 동작하거나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실험 결과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SaaS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의 특성, 서비스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SaaS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조합 연동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수행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

을 제안하였다.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SAMS와 개별 기능을 제공하는 각각의 엔진들을 클

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하여 스마트 홈내 IoT 형태로 

제공되는 SaaS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용자와 서비스의 특성을 표현하고, 이

에 맞춰 맞춤형 연동 서비스를 위한 UD, SD 그리고 

SSD에 대한 정의와 표현 방식을 소개하였고, 이에 

따른 SaaS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연동해야 하는지

(a) (b) (c)

(d) (e) (f)

Fig. 9. Implementation of controlling of home IoT devices using IoT Coordinator. (a) Hue control, (b) Smart doorlock 

control and status check, (c) smart powerout control and status check (d) arrival sensor check (e) Health 

type IoT device control, and (f) Withings and Fitbit data gathering,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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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한 Rule Marix 구조를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SAMS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특

성과 서비스 이용 상황에 대해 세세한 콘텍스트로 

구분하고 정의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만족도 높

은 연동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검증

으로 스마트 홈 환경에서 IoT형 SaaS 어플리케이션

을 대상으로 연동 실험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실생활

에서 만족도 높은 연동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IoT, 웨어러블 등의 

서비스 확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안 기술은 

사용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SaaS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는 결국 클라우드 자원 및 서비스들이 

융합하는 형태로 관련 산업이 성장 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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