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사물인터넷(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
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
가하는 디바이스들의 개수와 늘어나는 인터넷 연결로 사
물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그중에서도 삼성의 스마트싱스(SmartThings)는 다수
의 디바이스와 SmartApp을 관리, 개발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SmartApp과 디바이스를 통해 스마
트싱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스마트싱스의 강점
은 삼성전자 제품 이외에 1000개 이상의 디바이스와 
8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유연성에 있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싱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SmartApp 개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SmartApp의 개발과 유지보수에 편의성
을 지원하는 시각화 도구(visualization tool)를 설계, 구현
한다. 시각화 도구는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코드를 계층
적인 구조로 보여준다. 그로써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점검하는데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는다.[1] 시각화 도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는
데 Groovy 스윙 콘솔의 Groovy AST 브라우저는 Groovy 
코드를 시각화한다. Groovy AST 브라우저를 통해 
Groovy 프로그램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유지, 보수,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
을 받는다. 하지만 Groovy AST 브라우저의 시각화는 
Groovy에 특화된 시각화 도구이기 때문에 SmartApp를 
시각화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4]
 스마트싱스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등록한 SmartApp과 
디바이스들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바이스 등록
은 SmartApp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Preferences의 page
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이

해하는 것은 SmartApp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martApp의 페이지 
구조와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SmartApp의 구조를 시각적
으로 보여주는 도구를 설계, 구현하였다. 이 도구는 스마
트싱스의 SmartApp이 어떠한 구조로 어떤 디바이스의 
기능을 통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2. 스마트싱스의 주요 구조

그림.1 스마트싱스의 주요 구조
 스마트싱스는 다수의 디바이스와 SmartApp을 관리, 개
발하는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이다.[3] 스마트싱스는 
허브(Hub)를 통해 디바이스들을 관리한다. 허브를 중심으
로 연결된 디바이스의 집합을 스마트싱스 생태계
(SmartThings ecosystem)라고 한다. SmartApp은 디바이스
의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싱스에 SmartApp을 등록하
면 연결된 디바이스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SmartApp은 ‘Definition’, ‘Preferences’, 
‘Predefined Callbacks’ 그리고 ‘Event Handlers’로 
구성된다.
• Definition : 그림.2와 같은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의 아
이콘과 이름 등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여러 
정보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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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가하는 디바이스들의 개수와 늘어나는 인터넷 연결로 사물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에서도 삼성의 스마트싱스는 다수의 디바이스와 SmartApp을 관리, 개발
하는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SmartApp과 디바이스들을 통해 
스마트싱스로부터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시
각화하는 도구를 설계, 구현했다. SmartApp의 ‘Preferences’, ‘Predefined Callbacks’, ‘Event 
Handlers’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시각화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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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Definition 코드

• Preferences : 사용자에게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input 디바이스의 기능과 여러 정보들을 정
의하는 부분이다. Preferences는 page, section, input등으
로 구성되며 아래 그림.3과 같이 preferences는 1개 이상
의 page로 구성되고 page는 1개 이상의 section으로 구
성되고 section은 1개 이상의 input으로 구성된다.

그림.3 Preferences 구조

그림.4 Preferences 코드
  page는 normal page와 dynamic page, 두 종류가 있는
데 한 개의 page가 한 개의 화면을 정의한다. normal 
page는 1개 이상의 section으로 구성한 정적인 화면을 나
타낸다. dynamic page는 section뿐만 아니라 변수의 정
의, 연산, 함수 호출 등이 가능하여 동적으로 화면을 구
성할 수 있다.
  section은 input 등 SmartApp의 입력 요소들로 구성된
다. 여러 요소들을 한 section안에 모아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의 직관적인 SmartApp 설정을 지원한다.  
  input은 input의 이름과 디바이스의 기능을 지정하여 
특정 디바이스나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정의된 디바이
스의 기능과 정보는 input의 이름으로 참조할 수 있다.

• Predefined Callbacks: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갱신, 삭제
를 지원하는 installed함수, updated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으로 디바이스와  SmartApp을 연결하는 subscribe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다.

  subscribe함수는 특정 디바이스의 어떤 이벤트가 일어
났을 때 명시된 이벤트 핸들러 함수(event handler 
method)를 호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디바이스의 정보
를 저장한 input, 디바이스의 이벤트, 이벤트 핸들러 함
수로 구성된다. 

그림.5 Predefined Callbacks 코드

• Event Handlers :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이벤트 핸들러 함수, dynamic page를 정의하는 함수 그
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함수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다.

그림.6 Event Handlers 코드

3. 주요 기능 소개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트리(Tree)의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preferences를 
구성하는 page들의 구조를 중심으로 시각화를 진행하고 
subscribe함수 정보를 수집하여 디바이스의 정보를 저장
하는 input의 이름, 해당 디바이스의 기능, 이벤트 핸들
러 함수의 등록 관계를 시각화했다. 
 ‘Preferences’, ‘Predefined Callbacks’, ‘Event 
Handlers’부분을 참고하여 page와 subscribe함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함수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아래 그림.7과 같은 
트리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그림.7 시각화 모델
 트리에서 preferences 노드는 1개 이상의 page를 자식 
노드로 가지고 있다. page 노드는 section을 자식노드로 
가지고 있고 section 노드는 input을 자식노드로 가지고 
있다. input 노드는 해당 input으로 참조되는 디바이스의 
기능, 연결된 이벤트 핸들러 함수 명을 자식노드로 표현
한다. 

4.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의 구조는 아래 그림.8과 같이 Parsing, 
AST(Abstract Syntax Tree), “자료 수집’모듈과 ‘시각
화’모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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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시스템 구조
 자료 수집 모듈에서는 SmartApp의 코드 조사하여 시각
화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시각화 모듈에서는 수집
한 자료를 기반으로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트리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 자료 수집 모듈 : 그루비 라이브러리(Groovy Library)
의 GroovyCodeVisitor를 이용하면 SmartApp의 AST를 쉽
게 순회할 수 있다. 자료 수집 모듈은 1번 이상 
SmartApp의 AST를 순회하여 시각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
집한다. 첫 번째 AST 순회에서는 page와 subscribe의 정
보를 수집한다. 또한 dynamic page의 존재 여부도 확인
한다. 만약 dynamic page가 존재한다면 다시 한 번 AST
를 순회하여 dynamic page를 정의하고 있는 함수를 모두 
찾아 해당 dynamic page의 정보를 수집한다. 

• 시각화 모듈 : 자료 수집 모듈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
탕으로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시각화 한다. page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트리를 구성하며 subscribe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input과 연결된 subscribe의 이벤트 핸
들러 함수와 디바이스 기능을 해당 input 노드의 자식 
노드로 표현한다. 또한 dynamic page가 존재할 경우 
dynamic page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dynamic page의 
section, input을 차례대로 노드형태로 표현한다. 만약 
section과 intput과 같은 입력요소가 조건문, 반복문, 함수 
블록 안에서 정의되었다면 해당 구문들도 자식 노드로 
표현된다.          

5. 구현
5.1 구현결과 
 본 시스템에 SmartApp의 소스 코드를 등록하면 그림.9
와 같이 SmartApp의 페이지 구조가 트리의 형태로 시각
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9 시각화 도구 구현

5.2 시각화 도구 사용방법
 상단의 파일(file)메뉴를 클릭한 후 열기(open)를 클릭하
여 SmartApp의 소스 코드파일을 등록한다. 그러면 시각
화 도구의 상단에 파일의 이름이 등록되고 시각화된 결
과가 main view에 나타난다.

5.3 환경 설정 방법
 상단의 설정(Setting)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10과 같
은 환경 설정 페이지가 나타난다. 환경 설정 페이지에서
는 시각화 도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10 환경 설정 페이지

6.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SmartApp의 페이지 구조를 시각화 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특히 page와 subscribe등을 
조사하여 등록된 디바이스와 이벤트 핸들러 함수들을 트
리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
의 시각화뿐만 아니라 에러 탐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subscribe는 디바이스와 이벤트 핸들
러 함수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subscribe
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검사
되어야 한다. 
1. subscribe함수의 input이 올바른 디바이스의 정보를 저
장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2. subscribe의 등록된 이벤트가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지
원 가능한 기능인지 검사한다.
3. subscribe의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정의돼있는 함수인
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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