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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응용프로토콜로 사용되는 MQTT 프로토콜을 활용한 위치 정보 푸시 알림 서비스 앱 개발 방법과 

개발된 앱을 소개한다. MQTT 프로토콜은 Publish/Subscribe 전송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메시지 전송 방식을 활용한 MQTT 기반 위치 정보 전송이 가능한 

앱 개발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앱에 비해 이동 시 자동으로 위치 정보 알림 서비스를 추가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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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사물인터넷 관련 다양한 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앱 기술은 사용자에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어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는 MQTT 기반 메시지 전달 앱이 사물인터넷 

분야에 활용 중이다. MQTT 기반 메시지 전달 앱은 스마트홈 메시징 

앱과 차량 제어 메시징 앱, 페이스북  메신저 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페이스북 메신저 앱은 MQTT를 통해 기기간 수백 밀리 초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QTT 기능을 활용한 위치 정보 전달 앱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MQTT에 대한 설명을 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MQTT 기반 위치 정보 알림 서비스 앱에 대해 방법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4장, 5장에서 구현 앱에 대한 설명과 결론을 기술한다.

II. MQTT

Fig. 1. MQTT　메시지 포맷

MQTT 프로토콜의 메시지 전송 방식은 브로커(서버)를 통해 전송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브로커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 받는다. 

MQTT 프로토콜 내 메시지 포맷은 그림 1과 같다. 메시지 포맷의 

기능 중 QoS level 기능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는 위치 정보를 구독, 

출판할 때 메시지의 품질 설정을 통해 메시지 전송에 있어 최상의 

품질을 제공한다.

Ⅲ. 위치 정보 푸시 알림 서비스 제공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위치 정보 푸시 알람 서비스는 그림 2에 도시된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발된 앱은 MQTT를 이용하기 

때문에 MQTT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우선, 메시지 전송을 위한 브로커 서버가 존재하며 위치 정보를 제공하

는 디바이스가 브로커 서버에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출판 기능을 

신청하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토픽을 생성한다. 이후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브로커에 생성된 토픽에 구독 요청을 

한다. 이후 브로커는 토픽 신청자에게 동시에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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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QTT 기반 위치 정보 전달 절차

Ⅳ. 앱 구현물

제안된 앱은 최초 실행 시 그림 3과 같은 초기 설정 화면이 실행된다. 

초기 설정에서는 브로커 서버의 IP 주소 및 포트 넘버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통해 브로커 서버에 연결을 시도한다. 이후 그림 4에 

도시된 화면처럼 앱에서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실행한다. 이때 앱에서

는 자동 위치 알림, 마지막 위치 정보와 시간, TLS(프로토콜) 보안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작 유무를 확인 할 수도 있다. 그림 5는 

앱 실행 후 위치 정보를 수신한 클라이언트가 수신된 위치 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화면이다. 이때 위치 정보는 브로커 서버를 

통해 전달된 정보이다. 추가적으로 그림 6처럼 제안된 앱에서는 수신된 

위치정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기능을 

통해 정보를 관리할 수도 있다.

Fig. 3. 초기설정화면        Fig. 4. 위치기능 설정 

Fig. 5. 위치정보 확인     Fig. 6. 위치정보 관리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QTT 기반 위치 정보 알림 앱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앱은 기존 일대일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비해 일대다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동시에 전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동 환경에서 변화된 위치 정보를 자동 갱신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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