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에듀테크[1] 산업은 코로나 19와 4차 산업사회
의 발달로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
다. 현재 에듀테크는 교육 불균형과 영유아들의 언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에듀테크 기술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예
기치 못한 환경에서의 교육 불균형과 영유아들의 언어적, 
신체적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QTT 기반 유아 신체활동 에듀
테크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플랫폼은 기존 에듀
테크의 한계를 벗어나 영유아의 신체적, 언어적 발달 문
제를 해결한다. MQTT와 아두이노 센서를 통한 영유아
의 신체활동은 ‘재미’와 ‘몰입’을 영유아에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성능평가는 제안하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인 센서 데이
터 처리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QoS레벨별 데이터 처
리율과 초당 처리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QTT 프
로토콜 동작 구조와 QoS 3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MQTT 프로토콜 기반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설계도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성능을 확인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IoT 통신 기술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MQTT와 QoS 레벨별 통신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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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에듀테크 산업은 코로나 19와 4차 산업사회의 발달로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에듀테크 기술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환경에
서의 교육 불균형과 영유아들의 언어적, 신체적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QTT 기반 유아 신체활동 에듀테크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플
랫폼의 적용된 기술은 MQTT와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성능평가는 제안하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인 센서 데이터 처리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QoS(Quality of Service)레벨별 데이터 처리율과 초당 처리량을 분석한다. 부
하 테스트 성능평가를 통해 QoS2 레벨이 요청된 데이터 처리를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제안하는 플랫폼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QoS 레벨 2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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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QTT 프로토콜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는 
클라이언트 서버 발행/구독 기반의 메시지 전송 프로토
콜이다. MQTT는 가볍고 개방적이며 구현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네트워크 폭이 제한된 환경에서 자주 사용된다. 
MQTT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의 QoS 레벨을 제공한다.[2]
2-2) QoS 레벨

   QoS 레벨[2]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이 발생 
할때 전송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송될 것인가를 보장
한다. 
   QoS 레벨 0은 메시지가 최대 한번 전달되거나 전달
되지 않는다. 따라서 페이로드가 큰 메시지가 손실될 경
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QoS 레벨 1은 항상 최소 한번 전달된다. 메시지를 1
번 전송하며 송신자는 패킷을 전달받아 메시지가 정상 
전달되었음을 알게 된다. 송신자가 패킷을 전달받지 못
한 경우, 전송에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메시지를 한 번 
더 전송한다. 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은 2번 전달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QoS 레벨 2는 4-way handshake를 통해 정확히 한 
번만 전송된다. QoS 레벨 2는 메시지가 유실될 가능성은 
없지만 4-way handshake 과정에 의하여 종단 간 지연 
시간이 증가한다.

3. 제안하는 유아 신체활동 에듀테크 플랫폼

   [그림 1]은 제안하는 유아 신체활동 에듀테크 플랫폼
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1] 유아 신체활동 에듀테크 플랫폼
   유아는 정전식 터치센서로 구성된 발판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학습을 진행한다. 정전식 
터치센서는 유아의 신체활동으로 발생한 신호를 아두이

노를 통해 MCU 모듈에 전달한다. MCU 모듈은 전달받
은 신호를 발판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여 지정된 토픽
을 통해 Message Broker에 전달한다. Message Broker
는 전달받은 토픽과 연결된 AWS Cloud 수신 측에 데이
터를 전달한다. Spring Server는 Message Broker를 통
해 전달받은 페이로드와 스프링에 정답 데이터와 비교 
후 정답 여부를 결정한다.

4.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인 센서 데
이터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QoS 레벨별 데이터 처
리율과 초당 데이터 처리량을 분석한다. 

4-1) 실험환경

   <표 1>은 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환경 구성을 나타
낸다.

   성능평가를 위한 운영체제는 AWS EC2 Ubuntu 
20.04 버전으로 구축하여 검증한다. 프로토콜은 MQTT 
프로토콜로 정식 배포된 3.1 버전을 사용한다. 메시지 
브로커는 MQTT 3.1 버전을 구현한 오픈소스인 
Mosquitto를 사용한다. 분석 도구는 Apache JMeter를 
사용하여 QoS 레벨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다.
4-2) 데이터 처리율 분석

   데이터 처리율 분석은 앞서 제시한 테스트 케이스(1)
에 맞춰 환경을 구성하고 MQTT 통신을 통해 센서로부
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도달
하는지 측정한다. 데이터 처리율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의 수는 10만 건으로 QoS 레벨에 따라 측정한다. <표 2>

항목 내용

운영체제 Ÿ AWS EC2 ubuntu 20.04

프로토콜 Ÿ MQTT

메시지 브로커 Ÿ Mosquitto

메모리 Ÿ 8GB

분석 도구 Ÿ Apache JMeter

테스트 케이스(1)
Ÿ Number of Threads : 100
Ÿ Ramp-up-period : 1000/s
Ÿ Loop count : 1000
Ÿ Kep alive : 1000/s

테스트 케이스(2)
Ÿ Number of Threads : 10
Ÿ Ramp-up-period : 180/s
Ÿ Kep alive : 1000/s

<표 1> 성능평가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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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QoS 레벨별 데이터 처리율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QoS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 데이터 처리
율은 96.32%부터 95.0%로 측정된다. 최소 한 번의 전
송이 보장되는 QoS 레벨 2는 데이터 전송이 보장되지 
않는 QoS 레벨 0과 레벨1에 비해 최대 약 1.31%에서 
최소 0.23%이며, QoS 레벨2를 적용해도 데이터 처리율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3) 초당 데이터 처리량 분석

   초당 데이터 처리율 분석은 앞서 제시한 테스트 케이
스(2)에 맞춰 환경을 구성하고 MQTT통신을 통해 180
초 동안 센서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클라
우드 서버에 도달하는지 측정한다.
   [그림 2]은 초당 데이터 처리량 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림 2] 초당 데이터 처리량 분석 결과

   [그림 2]에 따르면, QoS 레벨 2는 QoS 레벨 0 대비 
80.70%, QoS 레벨 1 대비 평균 88.13%의 성능을 보여
준다. 그러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150초 이후 QoS 
레벨 0은 2922건의 Error가 발생했다.
  따라서 QoS 레벨 0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경우 송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4-way handshake 
방식을 통해 정확히 한 번만 전송되는 QoS 레벨 2를 사
용하고자 한다.
   QoS 레벨 2는 다른 Qos 레벨에 비해 종단 간 지연 
시간이 증가하지만 반드시 한 번의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달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센서 데이터 정확도를 위해 
QoS 레벨별 데이터 처리율과 초당 처리량을 분석한다. 
제안하는 플랫폼의 성능평가에 따르면, 처리율 분석 결
과는 QoS 레벨 0이 다른 QoS 레벨 보다 최소 1.14%에
서 최대 1.39% 더 빠른 초당 처리율을 보여준다는 성능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초당 처리량 결과에서는 
QoS 레벨 2가 QoS 레벨 0 대비 80.70%, QoS 레벨 1 
대비 평균 88.13%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150초 이후 QoS 레벨 0은 2922건의 Error가 
발생했다. 따라서 제안하는 플랫폼은 터치 센서 데이터
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QoS 레벨 2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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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Throughput Received KB Sent KB

0 96.31 1.88 0.85

1 95.23 1.86 0.84

2 94.99 1.86 0.83

<표 2> 10만건 데이터 처리량 결과

Second QoS0 QoS1 QoS2 0 대비 1 대비

30 900 722 632 70.22% 87.53%
60 1908 1623 1390 72.85% 85.64%
90 2944 2514 2221 75.44% 88.35%
120 3942 3475 3118 79.10% 89.73%
150 5024 4397 3907 77.77% 88.86%

180 4242 5207 4617 108.84% 88.67%

<표 3> 초당 데이터 처리량 분석 결과

AC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권 2호)

- 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