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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IoT(Internet of Things)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반 기술이다. 이는 개인, 공공,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용됨으로 이러한 다양한 환경

의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방송이나 웹 서비스 등이 공 자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에서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로 변화 된 것처럼 IoT 서비스 환경도 집단이 참여하여 가치와 효용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참여형 IoT 서비스 환경으로 발 될 것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참여형 IoT 서비스 환경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 으로 반  할 수 있어 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보 이 가속화 될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IoT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

로 참여형 IoT 서비스 모델  모델링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순차  서비스 

모델  계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환경은 참여형 IoT 서비스 로커링 랫폼에 의해 

구 되어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중심어 :∣사물인터넷∣참여형 IoT 서비스∣서비스 브로커링 플랫폼∣서비스 조합∣

Abstract

IoT is the foundation technology that the things share the information through connected with 

Internet to provide service based on these information. It is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personal, public and industry. Therefore, the service development is requir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various service environments. The IoT service environment will be developed 

as the participation IoT service environment which increase the value and efficiency such as the 

Broadcasting and web services changed from the service provider environment to the user 

participation service. The user can directly reflect their requirements using the user participation 

IoT service environment. So, the types of IoT services will diverse and accelerate the spread of 

IoT service. In this paper, we derive the IoT service el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service scenarios, and propose the participation IoT service model and modeling mechanism. It 

provides the sequential service model and the relation based service model according to the 

service modeling proficiency of user. The proposed environment provides the web-based user 

interface that is implemented by the participation IoT service broke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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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 인 서비스는 서비스 공 자가 사용자들의 요

구사항을 악하고 서비스를 기획하여 일방 으로 제

공하는 단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 자 심의 

서비스는 정보의 최신성 결여, 다양성의 한계, 활용성의 

미비 등 서비스의 가치를 해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

다[1]. 웹 서비스의 경우 웹 2.0 패러다임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가 극 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

의 형태로 발 하 다. 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용

자간 정보의 확산  활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사용

자가 원하는 기능을 어 리 이션 마켓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환경으로 발 하면서 사용자

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받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다. 한, 일부 극  사

용자는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스마트폰 운 체제에

서 제공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어 리 이션을 직  개발하고 이를 다

른 사용자에게 공유  매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형 

패러다임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서비

스 역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IoT는 지능

화된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사

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상호 소통하고, 상황 인식

기반의 지식이 결합되어 지능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써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발 하여 나가고 있다. 

IoT 기술을 통하여 가치를 제공하는 IoT 서비스는 서

비스 상과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삶의 질 향상을 해서 IoT 

디바이스 제품을 직  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

인 IoT 서비스, 두 번째로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인 라를 구축하여 제공

하는 공공 IoT 서비스,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산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도입하는 산업 

IoT 서비스 가 있다[2]. 이와 같이 IoT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 용 가능하며 서비스 주체가 되는 사용자의 요

구사항을 만족시킬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IoT 서비스 분야에 참여형 IoT 서비스 환경

이 제공된다면 사용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 으

로 반 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 참여로 

인해 서비스 유형도 다채로워 질 것이다. 한 IoT 서

비스의 특성상 기본 으로 사용자 주변의 공간과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

가 정 인 경험을 갖기 해서는 해당 공간에 내재된 

장치들을 즉시 으로 발견하여 특성을 악하고 이를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각 공간이 지

니는 목 을 악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한 정

보를 보다 쉽고 직 으로 제시해야 한다[3].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 정의 환경은 단일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기능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센서  장치의 종류와 서비

스를 정의하기 한 측정값의 조건  기 을 알아야 

하며 체 인 서비스의 흐름을 설계하고 이를 한 

로그래  능력이 요구된다[4].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

존의 서비스 정의 환경은 일반 인 사용자의 진입 장벽

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서비스에 참여형 패러다

임을 용한 참여형 IoT 서비스 환경을 제안한다. 먼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서비스 정의에 사용되는 요소들을 도출하 으며 이를 

통해 참여형 IoT 서비스 모델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한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순차  서비스 모델, 

계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여 보다 쉽고 효율 으

로 IoT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는 

MVC(Model, View, Controller)기반으로 구 된 서비

스 로커링 랫폼의 웹 기반 IoT 서비스 정의 

UI(User Interface)를 통해 이와 같은 서비스 정의 모델

을 기반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정의 할 수 있으며 정의

된 서비스는 로커링 랫폼에 의해 다수의 사용자에

게 배포되며 수정  개인화를 통한 재사용이 가능하

다. 이러한 참여형 IoT 서비스 로커링 랫폼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IoT 서비스가 개발되고 응용  보 되

어 서비스의 다양성,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IoT 서비스 

시장의 양 , 질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 한다.

이를 해 2장에서는 IoT 서비스 정의 환경에 한 

련 연구를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사용자 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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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석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참여

형 IoT 서비스 개념  환경에 해 서술한다. 4 장에서

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참여형 IoT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며 

5장에서는 4장의 모델을 용한 UI를 이용하여 참여형 

IoT 서비스 로커링 랫폼의 구 결과를 보이고 6장

에서는 제안하는 서비스모델의 표 력을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1. 서비스 제공자 관점의 서비스 정의 환경
최근 문 인 지식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주체

으로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발 능력을 통해 

보다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정의하도록 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UbiSOA[5]는 스마트 환경과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 조합 편집기로써 사용자는 

기존의 응용 로그램, 서비스의 기능을 암묵 으로 제

공받아 환경을 감지하고 사용자의 치를 기반으로 서

비스를 제공한다. 한 사용자는 편집기를 통해 사용 

가능한 서비스 는 이 에 만든 응용 로그램을 이용

하여 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UbiSOA 는 웹기반 환

경에서 Drag&Drop 방식의 그래픽 표 으로 비교  간

단하게 원하는 서비스의 정의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UbiSOA는 일반 사용자용 환경을 지향 하지만 서비스 

모듈마다 PHP(Personal Hypertext Preprocessor) 기반

의 로그래 이 필요하여 일반 인 사용자의 진입장

벽이 다소 높다.

ClickScript[6]는 로그램  서비스 개발자에게 자

원  연산자를 블록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래  툴이다. 

JavaScript로 구 되어 거의 모든 웹 라우 에 동작

한다. ClickScript는 Bluetooth, Zigbee와 같은 하  수

 로토콜을 직 으로 제어 할 수는 없지만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를 이용하여 각 

자원에 근할 수 있다. 자원은 에디터 상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되며 연산자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자원을 웹 기반으로 연결

하여 조건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조건

을 정의하기 해 요구되는 장치  정보의 종류, 상

의 정의하기 해 요구되는 기  값 뿐 아니라 시스템

의 반 인 이해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 인 사용자가 각각의 장치의 특

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야후의 Pipes[7]는 사용자가 데이터의 리 기능에 

을 두었으며 Drag&Drop 방식으로 간단히 사용자

가 원하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도구 템

릿에서 캔버스로 모듈을 가져와 배열하는 방법으로 

이 를 만든다. 한 한 모듈의 출력에서 다른 모듈의 

입력으로 이 를 연결하여 각 모듈을 연결한다. 직

인 UI 는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정의 하도

록 하는 장 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야후에

서 제공된 것으로 제한된다는 과 개발자들이 미리 필

요한 모듈을 설계해 두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2. 일반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정의 환경
일반 인 사용자는 서비스의 체 인 흐름이나 각

종 장치의 특성 악  로그래  능력의 부족으로 2

장 1 에서 정리한 방식으로는 근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쉽게 어 리 이션이나 서비스를 정의  제작

할 수 있는 환경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JIGSAW[8]는 사용자에게 원하는 서비스에 맞는 상

황을 퍼즐 조각에 그림으로 표 되고 나열함으로써 원

하는 서비스를 정의 할 수 있는 태블릿 기반 에디터이

다. 퍼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  모듈을 표 함

으로써 직 으로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

의 지식수   이해도에 따른 평가차가 발생하기 쉽

다. 한 계  산술 연산을 지원하지 않아 표 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산의 지원  객 인 

서비스 구성요소의 표  방법이 요구된다.

AppDrone[9]은 개발자와 일반인 모두가 쉽게 PC

라우 나 스마트폰 기기들을 통해 애 리 이션 형태

의 서비스를 정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도구이자 

작도구이다. 한 다양한 라우 에서 구동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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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HTML5 표  기반으로 HTML, JavaScript, CSS

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Drag& Drop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방식을 지원하며 서비스 구성

요소를 블록으로 표 한다. 사용자는 이들 블록을 조합

하여 서비스를 생성한다. 하지만 외부 UI 임워크와 

연동, 열악한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환경, 웹 라우 의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Dobby[10]는 개발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주변 기기들

의 기능을 연동하여 다양한 상황인식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정의하는 

방법으로 후보선택 방식을 제안 하 다. 서비스 정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 어 사용자가 매 단계마다 다음 

단계에 올 수 있는 후보들 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같은 후보의 선택이 반복

되어 번거로우며 표 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간단하면서도 풍부한 표 력을 가질 수 있는 서비

스 정의 방식이 요구된다.

Scratch[11]는 MIT의 Media Lab과 UCLA의 연구자

가 미국 과학재단과 인텔의 지원 하에 공동으로 개발한 

EPL(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로 교육용 

로그램 언어이다. 조립형태의 블록을 이용하여 애니

메이션, 게임, 음악 등을 매우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래픽 기반의 교육용 로그래  툴이다. 스크래치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어 아

이들이나 보자들이 재미있게 로그래 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50여 국가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소 트웨어야 

놀자” 로젝트를 통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 로그

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Scratch와 유사한 

Entry[12]를 통해 참여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를 구성하기 해 서비

스의 체 인 흐름의 정의를 유도하고 상황의 정의를 

해 장치와 정보의 종류에 한 지식을 최소한으로 요

구하여 서비스 구성요소의 다양한 조합으로 풍부한 표

력을 갖는 서비스를 로그래  능력이 없는 사용자

가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정의환경을 제안한

다. 

III. 제안하는 메커니즘 IoT 서비스 환경

본 논문에서는 IoT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

된 장치를 통해 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하고 이 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인지하며 

이에 알맞은 정보,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을 IoT 서비

스라 정의한다. 본 장에서는 IoT 서비스 개념 모델을 

제안하고 사용자 참여가 용이한 참여형 IoT 서비스 제

공 환경과 IoT 서비스 제공을 해 수집된 정보를 처리

하는 기반 온톨로지를 제안한다.

1. IoT 서비스 개념 모델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oT 서비스 개념 모

델을 나타낸다. 이는 Io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성요

소를 5개의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구성요소의 

연결을 통해 IoT 서비스를 정의한다. 세부 계층별 설명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IoT 서비스 개념모델

물리  세계(Physical World): 사용자 주변의 실

제 세상을 표 하는 계층으로 사용자 주변의 환

경, 장치 등의 실제 사물을 표 한다. 실제로 서비

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집, 회사, 체육시설, 상  

등과 같은 여러 환경에 계를 가지고 있다. 한 

각 환경에는 다양한 사물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실제 세상을 물리  세계로 정의한다. 이 계층에

는 다수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장치(Device)

를 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는 센서, 엑 에

이터, 태그 등을 포함한다. 를 들어 온도 센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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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있는 교실을 표 한다면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와 불을 밝히는 기능을 가진 장

치를 포함한 교실이라는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세상을 기능을 포함하

는 사물과 그 사물이 배치된 장소로 표 하여 서

비스 환경을 정의한다.

자원 계층(Resource Level): 물리  세계에 정의

된 장치들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기능들을 장

치에 독립 으로 각각 하나의 자원으로 표 한 

계층이다. 이와 같이 기능 하나 하나를 자원으로 

표 하면 추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

보  기능을 독립 으로 습득  제어할 수 있

다. 한 기능들을 유형별로 리  제어하는데 

용이하다. 

가상 세계(Virtual World): 자원 계층에서 표 된 

다양한 자원들의 조합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장치

를 정의한 계층이다. 이는 크게 VO(Virtual 

Object)와 CVO(Composite Virtual Object)를 포

함하고 있다. VO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장치를 

자원 조합을 통해 정의한 것으로 추후 사용자가 

실존하는 장치를 서비스에 직 으로 이용 혹은 

표 할 때 용이하게 사용된다. CVO는 실제 존재

하지 않는 장치를 자원의 조합으로 정의한 것이

다. 한 쇼핑몰의 겨울철 정 온도를 측정하기 

해 건물의 평균 온도가 요구된다고 가정해 보자. 

사용자는 각층 곳곳에 치한 온도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하는 기능을 건물 평균 온도 

센서라는 CVO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한 목 을 해 여러 장치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

(자원)을 조합하여 새롭게 정의된 장치를 CVO라

고 한다. 이 게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VO, 존재

하지 않는 CVO를 통해 정의한 서비스 공간을 가

상 세계에서 정의한다.

서비스 요소(Service Element): 이 계층에서는 서

비스를 구성 할 수 있는 특정 상들을 정의한다. 

이는 서비스의 조건과 서비스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는 특정 상을 단할 

수 있는 기 을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정의된 다

양한 장치들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해 상을 

정의한다. 서비스 조건은 이와 같이 취합된 정보

를 특정 기 을 통해 단하는 것이고 서비스 행

동은 취합된 정보를 통해 특정 구성 요소의 상태

나 기능을 정의한다.

서비스 계층(Service Level): 서비스 계층은 바로 

하  계층인 서비스 요소들의 결합으로 정의된

다. 이 게 정의된 서비스는 다시 하  요소 단

로 분해  재조립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

황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서비스를 정의

하기 용이하다.

2. 참여형 IoT 서비스 제공 환경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주도 으로 IoT 서비스를 정

의하고 이 게 정의된 서비스를 배포  수정하여 최

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형 IoT 서비스 제공 환경

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환경의 개요를 보여

다. 제안하는 환경은 크게 사용자와 서비스 환경에 

분포되어 있는 장치, 서비스를 정의하고 배포하는 서비

스 로커링 랫폼, 정보를 취합하고 단하여 실질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참여형 IoT 서비스 제공 환경

  

사용자가 계하고 있는 학교, 상 , 집 등의 서비스 

환경에는 IoT 서비스의 제공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리하고 정보를 

취합하기 해 각 서비스 장소마다 IoT GW(Gateway)

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IoT GW는 다양한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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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갖는 장치들을 연결하여 정보를 취합하고 장치를 

리하며 서비스 랫폼에서 요구되는 형태로 정보를 

달한다. 이 게 서비스 랫폼으로 달 된 정보는 

[그림 1]의 IoT 서비스 개념모델을 구체화 한 기반 온

톨로지에 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보 모델

을 구성한다. 한 사용자가 계하는 다양한 환경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서비스 

로커링 랫폼은 사용자가 직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어떤 사용자는 처음부

터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 한 서비스를 정의한다. 서비

스 랫폼은 정보 모델에 구축된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

소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로커링 랫폼을 통해 사용

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 게 제공받은 서비스 구

성요소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정의한다. 이 게 정

의 된 서비스는 권한이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배포된

다.  다른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

기 해 서비스 로커링 랫폼에 등록된 서비스를 검

색한다. 자신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발견하

면 즉시 자신의 환경에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다 세부 인 요구사항의 만족을 해 기 등록

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인화 된 서비스로 

재구성할 수 있다. 재구성된 서비스 정의정보는 서비스 

로커링 랫폼에 등록되어 타 사용자에게 배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IoT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으며 

비슷한 요구사항을 갖는 타 사용자와 공유  개인화를 

통해 서비스의 확산  보 이 용이하다. 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보다 명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

을 통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반 온톨로지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반 온톨로지 모

델을 보여 다. [그림 2]와 같이 IoT 서비스 제공에 필

요한 각종 정보는 [그림 1]의 모델이 기반 온톨로지에 

용되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 활용 하고자 하는 

각종 정보를 온톨로지로 표 하여 기계 인식이 가능하

며 상호운용성을 만족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반 온톨

로지는 사용자, 서비스, 오 젝트, 리소스로 구성되는 

도메인 온톨로지와 부가 인 정보를 표 하기 한 하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이 게 구성된 기반 온톨로지

에 각종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와 사용자의 서비스 환경

정보가 용되어 IoT 서비스 제공을 한 정보 모델을 

구축한다. 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상, 상황들의 만족 여부를 추론기를 이용하여 

구분함으로써 서비스 조건을 단한다. 한 사용자가 

서비스 로커링 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정의하

면 이 명세를 온톨로지에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 기반 온톨로지 모델

IV. 참여형 IoT 서비스 모델

참여형 IoT 서비스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참여형 IoT 서비

스 모델링을 해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서비스 구성요소를 도출하 으며 이 게 도출된 서비

스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정의하는 서

비스 모델링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한 시나리오를 구

성하는 구성요소의 상태를 특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상황 정보의 모델링이 요구된다[13]. 사용자들은 

교육수 , 심분야, 습 과 같은 특성에 따라 IoT 서비

스 환경을 이해하며 표 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다

양한 사용자의 효율 인 서비스 정의를 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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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사용자의 실수를 

이고 서비스 구성요소 도출을 돕기 한 순차  서비

스 모델과 둘째, 숙련된 사용자 혹은 기존 서비스의 조

합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를 정의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한 계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1. 참여형 IoT 서비스 구성요소 도출
사용자가 주도 으로 IoT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서

는 사용자 주변 환경  다양한 장치, 요구사항 등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하나의 환경에만 계

할 수도 있으며 여러 환경에 계할 수 있다. 한 한 

사용자는 여러 장치  다른 사람과 계할 수 있다. 

[14]에서는 가정환경에서 제공 될 수 있는 다양한 홈 서

비스(온도, 조도, 요리, 목욕, TV시청 등)를 기술하고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 371개를 분석하 다. 이 연구결

과에 따르면 체 서비스의 78.7%가 if-then 유형에 속

하며 23.5%가 AND나 OR와 같은 논리 연산을 포함하

고 있다. 한 56.4%의 서비스 규칙이 특정 오 젝트의 

상태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특정 활동이나 

상태(19.1%), 사용자의 치(12.8%),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하는 시간(7.6%), 주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태

(4%)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 

IoT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서는 와 같은 요소들을 

표   정의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요구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표 1]과 같이 참여형 IoT 서비스에 

요구되는 서비스 구성 요소를 도출하 다. 각 구성요소

는 서비스 정의에 필요한 표   상으로 이루어진다.

구성요소 정의

장소 (Place)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환경 정보 및 다양한 장치 및 
사람의 위치 정보를 기술

장치 (Device) 사용자 주변에 존재하는 장치들을 기술
현상(Phenomenon) 사용자, 특정공간 등의 상태나 현상을 기술

사람(Person) 사용자 혹은 서비스 정의에 필요한 사람을 기술
시간(Time)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을 정의

기능(Function) 장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기술
상태 (Status) 장치의 현재 상태를 표현
외부 정보 외부 API 에서 수집한 정보

표 1. 참여형 IoT 서비스 구성요소

[표 2]는 참여형 IoT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필요한 

연산을 정의한 것으로 구성요소와 연산의 조합으로 다

양한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연산은 크게 논리연산, 

계연산, 제어연산으로 구성된다. 논리연산은 서비스 

조건이 만족할 경우(TRUE)와 만족하지 않을 경우

(FALSE) 서비스 행동을 호출하는 연산과 서비스 조건

이나 서비스 행동을 정의할 경우 서비스 구성 요소간에 

논리 인 조합을 만들어 내기 한 AND, OR 연산을 

포함한다. 한 계 연산은 서비스 조건의 상 구성

요소를 정의할 때 기  값과 측정 값의 계를 표 하

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제어연산은 서비스 

행동 구성요소를 반복 하거나 유지하여 호출 할 때 사

용되는 반복  유지 연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의 흐름을 정의하는 지연 연산을 포함한다.

연산종류 설명 기호

논리
연산

TRUE 조건을 만족할 경우 ——>
FALSE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o
AND 다양한 구성요소 동시 만족 ∩
OR 다양한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 만족 ∪

관계
연산

이상 기준 값과 측정값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상
요소의 조건을 정의

>=
이하 <=
같다 ==

제어
연산

반복 조건 RC가 만족할 때 까지 반복 —RC—>
유지 시간 TL 동안 상태 유지 —TL—>
지연 시간 TD 동안 서비스 지연 —TD—>

표 2. 참여형 IoT 서비스 정의를 위한 연산

와 같이 도출된 서비스 구성요소  연산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 있다. 참여

형 IoT 서비스에 이용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구성요소

와 연산의 조합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표 3]은 요구될 수 있는 참여형 IoT 서비

스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No 시나리오 시 유형

1 더우면 에어컨을 작동한다. 조건(현상)-TRUE-행
동(기능)

2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침실의 커튼이 열리
고 거실의 TV가 켜진다.

조건(시간,상태,AND)-
TRUE-행동(기능,AND)

3 Tom 또는 Mary가 침실에 있을 때 춥다면 
온수매트가 3시간마다 1시간 동안 켜진다.

조건(현상,사람,AND,O
R)-TRUE,유지,반복-

행동(기능)

4 집이 비어 있을 때 가스 밸브가 열려 있거
나 가스냄새가 난다면 핸드폰 알림

조건( 사람 , 상태 , 현
상,AND,OR)-TRUE-
행동(기능)

5 아침에 Tom이 화장실에 있으면 온수온도
를 25도로 20분간 맞춘다.

조건(시간,사람,AND)- 
TRUE,유지-행동(기능)

표 3. 유형별 IoT 서비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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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형 IoT 서비스 모델링 메커니즘
사용자는 4장 1 에서 도출한 [표 1]의 서비스 구성

요소  [표 2]의 연산을 조합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

스를 정의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존재

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선택, 등록하여 서비스를 재사

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 기 , 상황에 맞게 서비스

를 개인화 할 수 있다. 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 구성요소를 검

색, 조합하여 서비스를 정의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참여형 IoT 서비스 모델링 메커니즘이다. 

그림 4. 참여형 IoT 서비스 모델링 메커니즘

우선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Service Requirement)

을 입력한다. 사용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 하려 한

다면 기존의 서비스 구성요소를 재사용 할 것인지 여부

를 단한다. 새로운 서비스 구성 요소를 생성하고자 

하면 서비스 구성요소 생성(Service Element Creation) 

단계로 진행된다.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는 구

성요소가 생성되면 서비스 구성요소 등록 (Service 

Element Registration) 단계가 진행된다. 이후 추가 인 

서비스 구성요소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구성요소의 재

사용 여부를 단하여 계속 으로 생성, 등록을 반복한다. 

새로운 서비스 구성요소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서

비스 구성요소를 재사용 한다면 서비스 구성요소 검색

(Service Element Discovery) 단계가 진행된다.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 구성요소가 검

색되며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요구되는 서비스 구성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서비스 조합(Service 

Composition) 단계가 진행된다. 서비스 조합 단계는 사

용자의 수   서비스의 복잡도에 따라 순차  서비스 

정의 모델과 계기반 서비스 정의 모델로 구분되며 이

는 4.3장과 4.4장에 자세히 설명한다. 서비스 구성요소

의 조합이 완료되면 정의된 서비스를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Service Registration) 단계가 진행된다. 이와 같이 

등록된 서비스는 추후 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이용되

거나 수정되어 용되는데 사용된다. 서비스 등록이 완

료되면 생성된 서비스 정의 정보를 랫폼에 달하여 

기반 온톨로지에 용하는 서비스 용(Service 

Adaptation) 단계가 진행된다. 기반 온톨로지에 서비스 

정의가 용되면 랫폼의 추론기가 서비스 수행 조건

을 단하여 서비스가 실행(Service Execution)된다. 

만약 사용자가 새로 서비스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정의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검색

(Service Discovery) 단계가 진행된다. 서비스 검색 단

계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서비스 

장소에서 검색한다. 검색된 서비스를 그 로 제공받

길 원하면 서비스 등록 차로 진행된다. 만약 세부

인 서비스 정의를 각각 사용자에 맞게 개인화(Service 

Personalization) 하여 제공받길 원한다면 재 선택한 

서비스를 서비스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서비스 직렬화

(Service Serialization) 단계가 진행된다. 분해된 서비

스 구성 요소는 서비스 구성요소 분류(Service Element 

Classification) 단계를 통해 유형별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분류 된 서비스 구성 요소는 서비스 구성요

소 등록 단계를 통해 등록되며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하

는 경우와 같이 추가 인 서비스 구성요소를 생성하거

나 검색하여 서비스를 정의하게 된다.

3. 순차적 서비스 정의모델
 사용자의 경우 서비스 요소의 고려 사항이 다양

할수록 서비스 구성의 개념  각 구성요소의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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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오류를 범하기 쉽다[15]. 따라서 [그림 5]와 

같이 순차  서비스 정의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4장 1

에서 정의한 서비스 구성 요소에 순서 개념을 추가하

여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환경을 정

의한다. 서비스 환경(Service Domain)은 장소(Place)와 

장치(Object)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소들은 다양한 유

형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정의함으로써 장치

를 비롯한 서비스 구성요소에 치 개념을 제공한다. 

한 장치는 실제 사용자 주변에 존재하는 장치를 등록

하여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환경 정

의가 완료되면 본격 으로 서비스를 정의하게 된다. 순

차  서비스 정의모델에서 서비스는 모두 if(서비스 조

건)-then(서비스 행동)의 유형으로 표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순차 으로 서비스 조건(Service Condition)

과 서비스 행동(Service Behavior)을 정의한다. 서비스 

조건은 말 그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조건을 명시

하는 단계로써 상, 사람, 시간의 서비스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조건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정의한다. 선택된 구

성요소는 AND 연산으로 처리되어 서비스 조건을 구체

화 한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OR 

연산으로 처리된다. 를 들어 시간 유형의 구성요소에 

“8AM”과 “8PM”을 선택하고 상 구성요소에 “어둡

다”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같은 유형인 “8AM”과 

“8PM”은 OR 연산, 시간 구성요소와 상 구성요소 간

에는 AND 연산을 통해 최종 으로 (“8AM”∪“8PM”) 

∩“어둡다” 와 같이 정의된다. 서비스 조건의 정의가 끝

나면 서비스 행동의 정의가 진행된다. 이 한 서비스 

정의와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의 유형간에 AND 연산을 

통해 정의되며 제공받길 원하는 장치의 기능(Function) 

 상태(Status)를 선택한다. 를 들어 TV가 켜지고 

커튼이 열리는 서비스 행동을 원한다면 TV의 상태를 

ON으로 선택하고 커튼의 열림 기능을 선택하는 식이

다. 이와 같이 서비스를 정의하기 한 구성요소를 순

차 으로 선택하여 쉽고 오류를 최소화 하여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5. 순차적 서비스 정의모델

4. 관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
4장 3 에서 제안한 순차  서비스 정의모델은  

사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하

지만 서비스 정의가 익숙해진 사용자 혹은 기존의 서비

스를 수정하여 자신만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정의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단계별 진행이 번거로울 수 있으며 if

(서비스 조건)-then(서비스 행동) 유형을 기본 틀로 하

여 표 력의 한계가 있다. 를 들어 순차  서비스 정

의모델은 같은 유형의 서비스 구성요소가 복 으로 

정의될 경우 OR 연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AND 연산으

로 정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 력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해 서비스 정의가 익숙한 숙련된 사용자가 좀 더 

자세한 서비스의 표   기존 서비스의 재사용을 용이

하게 하기 한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6]은 제안하는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을 표

한다. 하나의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 구성요소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간에 연산을 통하여 계를 

설정한다. 한 서비스간에 연산을 통하여 계를 설정

함으로써 서비스를 스 링 할 수 있다. 

S1 : SC1 SB1OP1 OP2 S2

SC(Service Condition):
Person      Status  
Time         Open APIs
Phenomenon

OP(Operation):
Logical
Relational
Control

SB(Service Behavior):
Function
Status

그림 6. 관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
  

를 들어 [표 3]의 시나리오1은 식(1)과 같이 표 한다. 

If(덥다) → then(에어컨: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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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조건에 들어가는 “덥다”라는 상 구성요

소와 “에어컨:On” 이라는 기능 구성요소를 “TRUE” 연

산으로 연결하여 간단히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고 이를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로 표 하면 [그림 7(a)]와 

같다.

그림 7. 관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 적용 사례

이러한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은 복잡하며 더 나

은 표 력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큰 장 을 발휘한

다. 사용자는 서비스 조건과 행동 요소에 AND 연산을 

용하여 서비스를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다. [표 3]의 

시나리오 2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If(아침 ∩ 알람:On) → then(침실.커튼:On ∩ 거

실.TV:On). (2)

한 이를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로 표 하면 [그

림 7(b)]와 같다. 사용자는 조건  행동을 정의할 수 있

는 구성요소 간에 AND 연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상

세하게 정의하 으며 “TRUE” 연산을 이용하여 조건과 

행동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정의하 다.

어떤 서비스는 특정 행동을 원하는 시간만큼 유지하

거나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수행하길 원한다. 이러

한 표 은 제어연산의 반복, 유지, 지연 연산을 통해 표

 할 수 있다. 

[표 3]의 시나리오 3을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If(춥다∩침실(Tom∪Mary)) → then{ while(1hour)

(침실.온수매트:On); wait(3hour);} (3)

이를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로 표 하면 [그림 

7(c)]와 같다. 사용자는 서비스 조건인 “춥다”라는 상 

구성요소와 “Tom 는 Mary가 침실에 있다.” 라는 사

람 구성요소의 조합과 기능 구성요소 “온수매트:On”을 

유지 구성요소 TL:1hour 연산으로 연결하여 “온수매트

를 1시간 동안 켠다”는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한 

지연 구성요소 TD:3hour 연산을 다시 서비스 조건과 연

결하여 서비스가 실행된 후 3시간 뒤에 다시 서비스 조

건을 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어 연산을 통

해 반복 인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양한 상황에 어떠한 특정 행 를 제공받

길 원할 수 있다. 를 들어 [표 3]의 시나리오 4는 “집

이 비어있을 때 가스밸 가 열려있다”라는 서비스 조건

과 “가스 냄새가 난다”라는 서비스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면 핸드폰 알림을 동작시키길 원하고 있다. 순차

 서비스 정의 모델의 경우 “집이 비어있을 때 가스밸

가 열려있다” 라는 조건에 알림 동작을 수행하는 서

비스를 정의하고 추가 으로 “가스냄새가 난다”의 경

우 알림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동일한 동작을 순차 으로 정의하는 것은 효

율 이지 않다. 따라서 계기반 서비스 정의 모델은 

[그림 7(d)] 와 같이 두 가지 서비스 조건과 하나의 서

비스 행동을 제어 연산을 통해 연결하여 각각의 상황에

서 동일한 서비스 행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일반 으로 실세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일련의 

순서와 상황에 맞게 제공된다. 를 들어 학교의 수업

은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되며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다

양한 공정이 순서 로 진행되어 최종 인 제품을 생산

한다. 이와 같이 IoT 서비스도 일련의 순서와 상황에 

맞게 지속 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은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연산

을 통한 계 설정으로 서비스 스 쥴링을 지원한다.

[그림 8]은 서비스간의 계 설정을 통한 서비스 스

쥴링을 보여 다. 사용자는 이미 정의된 서비스 간에 

지연, 유지, 반복 등의 제어연산을 이용한 계설정을 

통해 “서비스1이 수행된 후 10분 뒤 서비스2가 수행된

다.” 와 같은 서비스 스 쥴링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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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비스간의 관계 설정을 통한 서비스 스케쥴링

이는 특정 서비스가 제공된 상황을 서비스의 조건으

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

비스간의 연결을 통해 사용자는 무한한 표 력을 갖는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세계에 존재하

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IoT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V. 제안하는 브로커링 플랫폼 구현결과

1. MVC 기반의 로커링 랫폼 구조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VC 기반의 참여

형 IoT 서비스 로커링 랫폼의 구  구조를 보여

다.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기 해 웹 기반 기술인 

HTML5, CSS3, PHP5.5와 JavaScript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데이터의 송  변환은 HTTP와 JSON 포

맷을 사용하 다. MVC 구조의 구 을 해 PHP 기반

의 임 워크 codeigniter[16]를 사용하 다. 한 UI

는 bootstrap[17]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이는 4장에서 제안한 참여형 서비스 모델링 메커니즘

을 처리하며 순차 ,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을 한 

UI를 제공한다. 모델링 메커니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효율 인 처리를 해 MVC 기반으로 설계하 다. 

MVC는 Model, View, Controller로 구성되며 비즈니스 

로직과 리젠테이션 로직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각 로직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되

어 각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재사용이 용이하다.

그림 9. MVC 기반의 브로커링 플랫폼 구현구조

모델(Model): 데이터 구조를 표 하는 역으로 

JSON형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JSON 

Convertor, 데이터의 추출, 입력, 수정을 제공하

는 Resource Broker를 포함하고 있다.

뷰(View):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역으로 기본화면의 임을 만들어주는 

Layouts, 재 상태를 보여주는 Status, 받은 데

이터를 목록으로 보여주는 List, 사용자의 조작에 

한 반응을 처리하는 Responsive, 선택한 사항

의 세부 정보를 표 하는 Option 뷰로 구성되어 

있다.

컨트롤러(Controller): 사용자의 어떤 이벤트를 받

아 모델과 뷰 역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으

로 사용자의 HTTP요청을 받아 분석하고 처리방

향을 결정하는 Event Handler, 처리방향을 결정

하기 해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Function 

Management가 있다.

Error Control: 오류를 확인하고 단하여 제어하

는 기능을 담당한다.

Log Management: 사용자의 입력, 오류 등의 히

스토리를 리하는 역이다.

[그림 10]은 MVC기반의 UI 처리 과정을 보여 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순차  혹은 계기

반 서비스 정의모델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은 여

러 가지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특정 이벤

트를 URL형식으로 요청을 한다. 컨트롤러는 Event 

Handler를 통해 URL형식의 이벤트 요청을 받아 분석

하고 분석한 항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

를 받은 모델은 Resource Broker를 통해 메시지에 포

함된 요구사항에 맞는 쿼리를 보내고 지식베이스에서 

JSON형태로 받은 서비스 구성요소 정보를 JSON 

Convertor를 통해 변환 후 Controller에게 송한다. 그

리고 컨트롤러는 다시 Event Handler를 통해 분석하고 

View에게 요청을 보낸다. 뷰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요청한 항목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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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VC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처리 과정

2. 순차적 서비스 정의모델 UI
2.1 서비스 장소 설정
서비스 환경은 변화가 기 때문에 재사용이 용이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 설정 단계를 하나

의 단계로 정의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서비스 받기 원하

는 장소를 정의할 수 있으며 추후 동일 장소에 다른 사

용자가 참여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자 할 경우 

장소 정보를 재사용한다. [그림 11]은 장소설정 단계의 

UI 이다. 제안하는 UI는 기본 으로 재 설정하고 있

는 단계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상태 바를 

배치하 다. 재는 장소 설정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므

로 “Place”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에

는 재 환경이 포함 가능한 장소들의 유형이 제공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하는 유형의 장소에 개수를 입력하

여 장소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생성한 장소는 그 하단

부에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 장소 설정 단계

[그림 12]는 장소 설정 단계에 달되는 정보를 보여

다. [그림 12(a)]Place list response 메시지는 재 장

소에 포함 가능한 유형들을 질의한 결과를 JSON형태

로 달받은 것이다. 재 설정 단계는 “place” 즉 장소

설정 단계이며 하부 배열에 유효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 단계를 악하고 

서비스 요소 정보를 [그림 11]의 단과 같이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그림 12(b)]Place create request 메시지

는 사용자가 정의한 장소 설정 정보를 온톨로지에 용

하기 해 JSON형태로 생성한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

를 통해 기반 온톨로지에 장소 련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place":
["kitchen"," living_Room","bed_Room","study_Room","bathroo
m","veranda"] }

1.
2.
3.

{"place":
["kitchen1","living_Room1","bed_Room1","bathroom1"]}

1.
2.

(a) Place list response

(b) Place create request

그림 12. 장소 설정 단계 메시지

[그림 13]은 사용자가 설정한 환경에 존재하는 장치

들을 설정하는 단계의 UI이다. 화면의 상단에는 재 

장치를 설정하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Object”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하단부에는 생성된 장소에 

존재 할 수 있는 장치의 목록이 제공되며 사용자는 선

택을 통해 간단하게 장치에 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3. 장치 설정 단계

[그림 14]는 장치 설정 단계에 사용되는 메시지를 나

타낸다. [그림 14(a)]Object list response 메시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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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엑 에이터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질의 

결과이다. [그림 14(b)]Object create request 메시지는 

재 사용자가 설정한 장치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체크

박스를 이용하여 선택한 항목들은 컨트롤러의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 추출되어 JSON converter를 이용하여 

JSON 메시지로 변환되어 달되고 이는 기반 온톨로

지에 해당 장치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인스

턴스는 장소 설정에 의해 생성된 장소 련 인스턴스와 

연결을 통해 치 정보를 가지게 된다. 사용자의 환경

에 장치가 추가, 변경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장치 설정 

단계를 통해 변동사항을 반 할 수 있다.

{"actuator ": ["lamp", "curtain", "TV", "audio" , "alarm_clock",
"coffee_pot", "air_conditioner" , "robotic_vacuum_cleaner", 
"oven" , "ventilator " ] ,
"place": ["kitchen1", "living_Room1", "bed_Room1", 
"bathroom1" ]}

1.
2.
3.
4.
5.

{"kitchen1":["lamp","coffee_pot","oven","ventilator "],
" living_Room1":["lamp","curtain","TV","audio","air_conditioner",
"robotic_vacuum_cleaner"],
"bed_Room1":["lamp","curtain" ,"alarm_clock"],
"bathroom1":["lamp","ventilator "]}

1.
2.
3.
4.
5.

(a) Objects list response

(b) Objects create request

그림 14. 장치 설정 단계 메시지

2.2 서비스 조건 설정
서비스 조건은 다양한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설정

된다. 사용자는 환경, 상황, 조건 등 수많은 요소들로 이

루어진 정황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5]는 서비스 조건 설정 단

계 UI를 보여 다.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는 시간, 사람, 

상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

는 시간요소를 설정한다. [그림 15]의 왼쪽 부분을 보면 

미리 정의된 시간 요소들이 제공되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여 참여형 서비스를 정의한다. 선

택된 시간 요소는 세부 인 정의 내용을 오른편에 표시

한다. 주  오  7시를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 morning 

이라는 시간요소에 weekday 라는 시간요소를 복 선

택하 다. 따라서 [그림 15]의 오른편과 같이 morning

의 기  시간인 오  7시, weekday의 정의 기 인 월∼

요일까지 선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를 수정 할 수 있다.

[그림 16]은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시간)에 사용되는 

정보를 보여 다. [그림 16(a)]Time list response 메시

지는 미리 정의된 시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질의 

결과이다. [그림 16(b)]Time create request 메시지는 

재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정보를 포함한다. 두 가지 

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요소들은 기  값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기반 온톨로지에 해당 

시간 요소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추후 서비스 정의의 

한 부분이 된다.

그림 15.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시간)

{"morning": ["am","7:00"],
"afternoon": ["pm","12:00"] ,
"evening": ["pm","6:00"],
"breakfast": ["am","8:00"],
" lunch": ["pm","12:00"],  … }

1.
2.
3.
4.
5.

{
"morning": ["am","8:00"] ,
"weekday": ["monday" ,"tuesday","wednesday"]
}

1.
2.
3.
4.

(a) Time list response

(b) Time create request

그림 16.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 메시지(시간)

[그림 17]은 사람의 상태를 정의하는 서비스 조건 설

정 단계의 UI를 보여 다. 먼  상단부에는 재 등록

되어 있으며 정의 가능한 사람의 목록이 표 되어 있고 

사용자는 이를 배치하고 싶은 장소에 Drag&Drop 하여 

특정 인물의 치를 표 한다. [그림 17]에서는 Jun이 

bed_Room1에 있는 조건을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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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사람)

[그림 18]은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사람)에 사용되는 

정보를 보여 다. [그림 18(a)]Place and Person list 

response 메시지는 재 서비스에 존재하는 장소의 목

록과 정의 가능한 사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질의 

결과이다. [그림 18(b)]Person location 메시지는 사용자

가 설정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17]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Jun이 bed_Room1에 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표

하고 있다. 

{
"place": ["kitchen1","living_Room1","bed_Room1","bathroom1"],
"person": ["Choi","Jun","Yang","Kim","Outside"]
}

1.
2.
3.
4.

{"bed_Room1": ["Jun"]}1.

(a) Place and Person list response

(b) Person location

그림 18.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 메시지(사람)

[그림 19]는 특정 상을 정의하는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의 UI를 보여 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을 정의하여 서비스 조건으로 설

정한다. 사용자는 참여형 IoT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좌측에 제공되는 상의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한다. 각 장소마다 설치된 센서가 다르고 인지 할 수 있

는 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 별로 처리 가능한 상 

을 분류하여 제공한다. 선택 후 [그림 19]의 우측과 같

이 세부 정보를 보여 다. 사람마다 느끼는 기 이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정보의 수정을 거쳐 등록된다.

그림 19.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현상)

[그림 20]은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 상)에 사용되는 

정보를 보여 다. [그림 20(a)]Phenomenon list response 

메시지는 각 장소 별로 미리 정의된 상의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UI는 사용자

에게 선택 가능한 상을 그룹화 하여 제공한다. [그림 

20(b)]Phenomenon creation request 메시지는 사용자

가 선택한 상과 상세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침

실이 어두운 상을 조도가 30 lux 이하일 경우로 정의

하 다. 이러한 상  상을 단하기 한 기 값

은 기반 온톨로지에 달되어 인스턴스로 생성되며 사

용자 별로 리되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정의한다.

{
"kitchen1": {    
"device":["lamp","coffee_pot" ,"oven",…],
"sensor": ["dark","bright" ,"smell","smoke",…]},       …
"bed_Room1": {
"device": ["lamp","curtain","alarm_clock",…],
"sensor": ["dark","bright" ,"smell","smoke",…]} …
}

1.
2.
3.
4.
5.
6.
7.
8.

{"dark": [">","30"," lux"] }1.

(a) Phenomenon list response

(b) Phenomenon creation request

그림 20.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 메시지(현상)

시간, 사람, 상의 순서로 서비스 조건의 정의가 완

료되면 [그림 21]과 같이 종합 으로 확인한다. 사용자

는 정의된 서비스 조건을 확인하고 각각의 세부 사항들

을 검토한다. 만약 특정 구성요소의 수정을 원한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세부 정의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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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종합)

[그림 22]는 서비스 조건 설정단계의 마지막 종합단

계를 표 하기 한 정보를 보여 다. [그림 22(a)]Selected 

Item list response 메시지는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조건의 구성요소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22(b)]Service condition name request는 이와 같이 정

의 한 서비스를 최종 으로 확정 지었을 경우 서비스 

조건의 이름을 등록하기 한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정의한 서비스 조건을 

기반 온톨로지에 등록 리한다.

{
"morning": ["am","8:00"],
"weekday": ["Monday","Tuesday","Wednesday"],
"bed_Room1": ["Jun"] ,
"dark": ["<","30","lux"]
}

1.
2.
3.
4.
5.
6.

{"condition_name":["wakeup"]}1.

(a) Selected Item list response

(b) Service condition name request

그림 22. 서비스 조건 설정 단계 메시지(종합)

2.3 서비스 행동 설정
서비스 조건의 정의가 완료되면 서비스 행동 설정단

계가 진행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장치의 

기능, 상태 등을 정의하여 서비스 조건의 만족 시 제공

되는 서비스 행동을 설정하게 된다. [그림 23]은 서비스 

행동 설정단계 UI를 나타낸다. 사용자가 서비스 정의에 

참여하여 원하는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좌측에 장소

별 제어 가능한 장치의 목록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원

하는 장치를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장치의 세부정보를 

우측에 표시한다. 사용자는 각 장치가 지원하는 기능, 

혹은 상태를 선택하여 서비스 행동을 정의한다. 여러 

장치를 제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수의 장치를 선택하

고 각각 원하는 기능을 설정한다.

그림 23. 서비스 행동 설정 단계

[그림 24]는 서비스 행동 설정단계를 한 정보를 보

여 다. [그림 24(a)]Available object list response 메시

지는 재 제어 가능한 장치의 목록을 요청하는 질의 

결과로써 각 장소마다 존재하는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

다. UI는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 가능

한 장치를 선택 하도록 한다. [그림 24(b)]Behavior 

create request 메시지는 사용자가 선택한 장치  각 

장치의 기능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기반 온톨로지에 서

비스 행동 구성요소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정의한다.

{
"kitchen1":["lamp","coffee_pot","oven","ventilator"],
"living_Room1":["lamp","curtain","TV","audio","air_conditioner",
"robotic_vacuum_cleaner"],
"bed_Room1":["lamp","curtain","alarm_clock"],
"bathroom1":["lamp","ventilator"]
}

1.
2.
3.
4.
5.
6.
7.

{"bed_Room1":{"lamp":["on"],"
curtain":["open"]},"living_Room1":{"TV":["on"] } }

1.
2.

(a) Available objects list response

(b) Behavior create request

그림 24. 서비스 행동 설정 단계 메시지

[그림 25]는 모바일 환경의 순차  서비스 정의모델 

UI이다. 순차  서비스 정의모델은 단계별 구성요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환경에 합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정의 할 수 있다. 



웹 기반 참여형 IoT 서비스 브로커링 플랫폼 개발 55

그림 25. 모바일 환경의 순차적 서비스 정의모델 UI

3. 관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 UI
[그림 26]은 4장 4 에 제안한 계기반 서비스 정의

모델을 제공하는 웹 기반 UI를 보여 다. 이는 이  사

용자에 의해 정의된 각종 서비스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계로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정의한다. 따라

서 화면의 왼쪽에는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성요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 에 필요한 구성요

소를 선택하여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행동에 추가한다. 

선택된 구성요소는 화면의 간부분에 표 되며 세부 

정보는 화면 아래 부분에 표 된다. [그림 26]에서는 

[표 3]의 시나리오2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아침”과 “알람:On” 의 구성요소가 선택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는 AND 연산으로 연결되어 서비

스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한 화면의 하단부에는 

재 선택한 구성요소의 세부 인 사항에 해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행동을 정의 한 후 조

건과 행동을 “TRUE” 연산으로 연결한다.

그림 26. 관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 UI

계 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은 [그림 26]과 같이 기존

의 서비스 구성요소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정

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가 등록한 서비스를 

수정하여 자신만의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한 서

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하여 서비스 스 쥴링을 지원한

다. [그림 27]은 타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표 3]의 시나

리오2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침실의 커튼이 열리고 거

실의 TV가 켜진다”와 [표 3]의 시나리오 5 “아침에 

Tom이 화장실에 있으면 온수온도를 25도로 20분간 맞

춘다.”를 이용한 서비스 스 쥴링을 보여 다. 사용자

는 UI 오른편에 제공되는 등록된 서비스의 목록  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여기서 시나리오5 는 Shower 

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하 에 Morning

과 Tom의 치에 한 서비스 조건 구성요소를 포함

하고 있으며 Hot water temperature라는 서비스 행동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는 시나리오2의 서비

스가 제공된 후 10분 뒤 시나리오 5의 서비스를 정의하

고자 한다. 따라서 지연 연산자인 TD를 이용하여 두 서

비스를 연결한다. 결과 으로 등록된 서비스를 계 연

산자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서비스간 순서  시간  조

건을 정의하여 서비스 스 링을 지원한다. 한 이

게 정의된 서비스는 등록 후 다른 사용자가 재사용 할 

수 있다.

그림 27. 관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을 이용한 서비스 스케쥴링

Ⅵ. 서비스 모델 분석

IoT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을 용하기 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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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력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제안한 서비스 모델의 

표 력을 분석한다. 제안하는 서비스모델(Si)은 서비스

조건(SCi), 연산(OPi), 서비스행동(SBi)의 조합인 식 

(4)로 정의된다.

Si →< SCi {장소, 장치, 상, 사람, 시간, 기능, 상태, 

외부정보, AND, OR}, OPi {참, 거짓, 반복, 유지, 지

연}, SBi {기능, 상태, AND, OR} >        (4)

구성요소의 정의는 각 구성요소가 포함하는 하  요

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비스의 표 력

은 식 (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0Cn * 




5Cm * 




4Ck          (5)

식 (5)를 계산한 결과 제안하는 서비스모델은 475,695

가지의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와 서비

스간의 연결을 통해 계속 으로 확장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모델은 풍부한 표 력을 제

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IoT 서비스는 개인, 공공, 산업 등 반 으로 매우 

다양한 환경에 용 가능하며 활용 분야가 다양할수록 

각 환경의 요구사항 역시 매우 다양해지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각 분야의 활

발한 서비스 개발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참여형 IoT 서비스 환경을 제안하 다. 이는 사용자

가 주도 으로 IoT 서비스를 정의하고 로커링 랫

폼을 통해 등록된 서비스를 배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서비스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링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한 사용자의 지식수 , 심분야, 개인  취향  습

에 따라 IoT 서비스의 이해  표 의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용자를 한 순차  서비스 모델과 

숙련된 사용자를 한 계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순차  서비스 정의 모델은 제안하는 서비스 구

성요소를 순서 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정의하는 방법

으로 단순하지만 사용자의 오류를 낮추고 쉽게 서비스

를 정의 할 수 있다. 계기반 서비스 정의모델은 순차

 정의모델의 표 력의 한계, 단계별 진행의 번거로움

을 극복하고 서비스간의 계 설정을 통한 서비스 스

링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환경을 실질 으로 제공하

기 해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 하고 특정 

시나리오의 정의 과정을 보 다. 결과 으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참여형 IoT 서비스 환경  로커링 랫

폼을 통해 사용자는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

의하거나 정의한 서비스를 공유  개인화 하여 다양한 

환경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수

의 사용자들을 통한 서비스 정의 실험을 통해 제안하

는 환경의 평가  분석을 진행하고 아두이노, 라즈베

리 이등 개방형 디바이스 랫폼과 연계를 통해 서비

스 제공 환경 구축에 용할 정이다. 한 스마트 홈 

서비스 환경에 용하여 실질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사용자 집단 참여를 진하는 환경을 통

해 서비스의 다양성, 염성, 공유성 등을 향상시켜 IoT 

서비스의 반 인 가치를 증 시킬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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