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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는 IBM 에서 발표한 오픈 프로토콜이다. MQTT 는 메시

지 전달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3 단계의 QoS 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Publish 클라이언트에서 Broker 서버를 지나, Subscribe 클라이언트에 이르기까지 메시지 
전달에 대하여 분석한다. 메시지는 MQTT 의 3 단계의 QoS 레벨과 페이로드 크기를 다양하게 전달

하여 패킷을 캡쳐하고, 메시지에 대한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분석과 상관관계의 결과

를 제시한다. 
 

1. 서론 

현재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푸시 알림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푸시 알
림 서비스는 일정 주기마다 통신이 끊어지지 않게 유
지하다가, 서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푸

시 하는 통신 방법이다. 푸시 알림 서비스 방식은 기
존의 폴링 방식에 비하여, 패킷 및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5].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1]는 IBM
에서 발표한 오픈 프로토콜이다. MQTT 는 초창기 제
한된 환경에서의 낮은 대여폭 또는 높은 지연이나, 
신뢰 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위하여 설계되었다.  

MQTT 는 기본적으로 1 개의 Broker 서버와 2 개의 
Publish, Subscribe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Broker 서버

는 2 개의 Publish, Subscribe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주
어지는 Topic 에 대한 메시지 전달의 중계자 역할을 
한다. Publish 클라이언트가 Topic 을 발행하고 메시지

를 Broker 서버로 전달하면, Subscribe 클라이언트는 
관심 있는 Topic 을 구독 하는 구조이다. 

MQTT 는 대표적으로 Facebook Messenger 에서 채택

하여 활용되고 있고[6],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로 다른 OS 환경이나 SNS 
의 프로토콜에 있어 SNS 통합 게이트웨이를 구현하

는데 적합한 프로토콜이다. 또한, 푸시 알림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메시징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다는 장
점이 있다. 

MQTT 는 메시징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3

단계의 QoS(Quality of Service) [8] 지원한다. 그림 1 은 
QoS 레벨에 따른 패킷 교환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1) QoS 레벨에 따른 패킷 교환 방법 

QoS 0 은 메시지를 한번만 전달하고 전달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큰 페이로드를 가지는 메시

지 일 경우, 메시지 손실이 발생하면 메시지가 전달 
되지 않고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QoS 1 은 메시지를 
최소 1 번 이상 전달하고 전달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

만 PUBACK 패킷이 유실 된다면 메시지가 불필요하

게 중복 전달 될 가능성이 있다. QoS 2 는 4-way 
handshake 을 통해 정확하게 한번만 전달한다. QoS 2
를 사용한다면 메시지가 유실될 가능성은 없지만 4-
way handshake 과정에 의하여 종단 간 지연이 늘어나

게 된다. QoS 레벨이 높을수록, 패킷을 교환하는 횟수

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단 간 지연은 늘어

나게 된다. Publish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Subscribe 클라이언트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QoS 레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그만큼 종단 간 지연은 늘어나게 된다. 만약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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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드 크기에 대한 메시지 손실과 종단 간 지연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페이로드 크기에 따른 적
절한 QoS 레벨을 도출할 수 있다면, MQTT 를 사용함

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푸시 알림 서비스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Perez, Julio[2]는 OMNeT++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MQTT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 분석을 하였

다. OMNeT++[3]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써 Network 
Simulation 을 위한 도구이다. Perez, Julio 논문에서는 
MQTT 프로토콜에 대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메시

지의 개수와 여러 클라이언트 간의 성능을 분석하였

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의 측정은 Gilbert-Elliot 모델링

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험을 하였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의 성능 측정이므로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우리의 실험

은 기존의 Perez, Julio 시뮬레이션 실험범위에서 벗어

나, 실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MQTT 3 단계

의 QoS 레벨과 페이로드 크기에 따른 종단 간 지연

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패킷을 분석하고,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실험을 
위한 실험 환경 및 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QoS 레벨과 페
이로드에 따른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패킷 분석과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설명

하고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2. 실험 방법 

이 장에서 우리는 실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 QoS 레벨과 페이로드 크기에 따른 종단 간 지연

및 메시지 손실에 대한 성능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및 패킷 측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험을 
위한 서버의 OS 는 Linux 환경의 CentOS 6.3 Final 이며, 
Broker 서버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Mosquitto[7]를 활용하였다. 

MQTT 는 Publish 클라이언트와 Subscribe 클라이언

트 사이의 Broker 서버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2 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Broker 서버를 통하

여 해당되는 Topic 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림 2) MQTT 메시지 전달 과정  

Publish 는 발행하고자 하는 Topic 을 Broker 서버에

게 알린다. Broker 서버는 Publish 가 발행한 Topic 을 
저장하고 있다가, 구독을 요청하는 Subscribe 가 발생

하면 Publish 와 Subscribe 간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중
계 역할을 한다. Subscribe 는 Broker 서버에게 구독 요
청을 한 Topic 에 한하여 메시지를 전달 받게 된다. 

 
2.1. 유/무선 네트워크 실험 환경 

실제 네트워크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위하여 
Broker 서버와 Publish/Subscribe 클라이언트 간의 유/
무선 네트워크의 실험 환경을 아래 그림 3 과 같이 구
현하였다. 

 

 
(그림 3) 유/무선 네트워크 실험 구성  

우리는 실제 네트워크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상용망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위의 실험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를 내부 네트워크에 위치 시키지 않고, 상용망을 이
용하여 외부 네트워크에 위치 시킨 이유는 클라이언

트는 상용망의 코어을 거쳐서 Broker 서버로 접속하

므로 실제 네트워크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이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클라이언트는 Android 2.3 환
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무선 네트워크 실험 환경

은 모바일 환경에서 3G 망을 거쳐 Broker 서버로 통
신을 함으로써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실험과 동
일하다고 볼 수 있다. 

 
2.2. 패킷 수집 및 분석 방법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패킷 수집을 위하여

Tcpdump[4]를 이용하였다. Tcpdump 는 Linux 콘솔 환경

에서 패킷을 캡쳐할 수 있는 도구이다. Tcpdump 는

Pcap 으로 패킷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Pcap 파일은 Wireshark 를 이용하여 패킷 분석을 효율

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Shark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패킷을 수집한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패킷

을 캡쳐하기 위해서 제한된 환경이므로 Shark 애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패킷을 캡쳐하고 저장되는 Pcap 파
일을 Wireshark 로 패킷 분석을 한다. 

5 분의 측정 시간 동안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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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수집하여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을 분석

한다. 종단 간 지연 측정은 Publish 클라이언트에서 
Broker 서버를 지나서 Subscribe 클라이언트까지의 타
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메시지 손실 측정 방
법은 5 분 동안 측정한 패킷들의 재송신 요청 패킷들

을 카운트 하여 측정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이 장에서 우리는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실
험을 토대로 패킷에 대한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
실에 대한 분석을 하고, QoS 레벨과 페이로드 에 따
른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의 상관 관계에 대하

여 결과를 제시한다.  
 
3.1. 유선 네트워크 패킷 분석 결과 

아래 그림 4 은 각각의 QoS 레벨과 페이로드 에 대
한 종단 간 지연 결과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아래

의 그림 4 에서 패킷을 송수신 할 때 4,000byte 크기 
이전의 QoS 2 패킷의 종단 간 지연은 QoS 0 보다 약
3.85 배, QoS 1 보다 약 1.66 배 많은 지연 현상을 보이

고 있다.  
 

 
(그림 4) 유선 네트워크 평균 종단 간 지연 분석결과 

4,000byte 크기에서 QoS 0, QoS 1 종단 간 지연이 급격

히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TCP 에서 송수신할 때 
패킷을 나누어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0byte 이
후로 패킷을 나누는 횟수가 증가하여, 그만큼 종단 
간 지연이 많아지게 된다. QoS 2 가 QoS 0, Qos 1 보다 
전체적으로 종단 간 지연이 길어진 이유는 패킷을 송
수신 할 때 4-way handshake 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QoS 2 에서 8,000byte 까지는 종단 간 지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5 는 QoS 레벨과 페이로드 에 대한 메시

지 손실 결과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16,000byte 크기

에서 QoS 0, 1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QoS 2 의 메시지 
손실은 약 1.57 배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메시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메시지 손실률이 높아

지지만, QoS 2 는 4-way handshake 를 이용하여 메시지

를 전달하므로 손실률이 줄어든 것이다. 
 

 
(그림 5) 유선 네트워크 메시지 손실 분석결과 

3.2. 무선 네트워크 패킷 분석 결과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종단 간 지연 측정 결과 유
선 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연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 3G 망의 전송속도가 
지연 현상의 원인이 된다. 아래의 그림 6 는 무선 네
트워크 환경에서의 QoS 레벨과 페이로드 에 대한 종
단 간 지연 결과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그림 6) 무선 네트워크 평균 종단 간 지연 분석결과 

실험 결과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종단 간 지연

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 비해 소폭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가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 비해 전송 속도가 낮아 전체적인 종
단 간 지연이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7 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메시지 손실

률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QoS 
0, QoS 1 에 비하여 QoS 2 의 메시지 손실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메시지 손실률은 안정

적이지만, QoS 0 나 QoS 1 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QoS 2 의 메시지 손실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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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선 네트워크 메시지 손실 분석결과 

 
3.3. QoS 레벨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우리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QoS 레벨에 따
른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상관 관계를 
이용한다. 상관 관계는 두 변량 x, y 에 있어서 x 의 
변화와 y 의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이다. 상관계수 r 은 -1≤r≤
1 를 만족시킨다. 1 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진다. 또한, -1 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우리는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 수식을 이용한다. 

 

 

 
 

 
<표 1> QoS 레벨에 따른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상관관계 

 Wired Network Wireless Network
QoS 0 0.771574 0.878897 
QoS 1 0.788814 0.884428 
QoS 2 0.991416 0.904699 

 
표 1 은 QoS 레벨에 따른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 한 것이다. 우리의 실
험에서 상관관계 분석결과 각각의 QoS 에 대한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QoS 
레벨에 따라서 모두 1 과 가까운 강한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단 간 지
연과 메시지 손실에 대하여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환경보다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실험을 하였다. 기존의 
MQTT 의 시뮬레이션 환경의 성능 측정보다 실제 유
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을 하였다. 또한 QoS 레
벨과 페이로드 크기에 따른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로 페이로드에 따라 종단 간 지연과 
메시지 손실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을 바탕으로 페이로드 크기에 대한 적
절한 QoS 를 적용하여 MQTT 프로토콜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푸시 알림 서비스 네트워크 환경을 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향후 연구로 MQTT 의 
Broker 서버의 성능 측정과 다수 클라이언트간의 통
신, Topic 개수를 고려하여 처리율 에 대한 성능을 분
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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