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공공시설에서 안내, 재난, 특이사항 등의 정보는 
음성 알림을 통해 전달된다. 청각장애인은 음성 알
림을 듣지 못하여 정보 획득이 어렵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시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알림 서비스
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시설 마다 전용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해야하며, 각각에 대한 사용 방법을 숙
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1,2].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이 알림 서비스를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MQTT (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s) 
프로토콜은 TCP/IP 기반의 publish/subscribe 모
델을 사용한다.  publish/subscribe 모델은 메시

지와 토픽을 broker로 전송하면 해당 토픽을 구독
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알림 서비
스를 설계하는 경우 유연성 및 확장성을 제공하여 
통합된 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림 서비스 구
독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통합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s)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알
림 구독 애플리케이션에서 QR(Quick Response) 
코드를 스캔하면 알림 서비스를 구독한다.

Ⅱ.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림 서비스 구독 
방법

2.1 알림 서비스 구독 방법
그림 1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구성도이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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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한다. 알림 서비스를 구독한 청각장애인은 해당 알림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ABSTRACT

In public facilities, the hearing impaired people do not receive voice notifications, so they use dedicated applications 
for the facility as a means of obtaining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the inconvenience of using dedicated 
applications for each facili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subscription service for the hearing impaired people. The 
proposed method uses the MQTT protocol to design the notification service, and subscribes to the notification service 
by scanning the QR code through the application. The hearing-impaired people who subscribes to the notification 
service receives a message when the notification information is po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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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은 브로커,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 전송 
모듈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알림 구
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QR 코드를 스캔한
다. QR 코드는 토픽 이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디코딩 작업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인식한다. 알림 구독 애플리케이션은 브
로커로 토픽 이름을 포함한 구독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브로커는 알림 메시지 전송 모듈에서 토
픽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토픽을 구독하
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1.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림 서비스 구독 방법

2.2 실험 및 평가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 전송 
모듈과 알림 구독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그림 2. QR 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그림 2는 QR 코드와 알림 구독 애플리케이션이
다. QR 코드는 ‘TEST’ 텍스트가 인코딩되어 있다. 
알림 구독 애플리케이션은 QR 코드 스캔 버튼과 
알림 메시지 출력화면으로 구성된다. 애플리케이션

에서 QR 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고, 그림 2 (a)
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디코딩된 데이터로 토픽 
이름을 설정하여 브로커로 구독 요청 메시지를 전
송한다. 

그림 3. 알림 서비스 

그림 3은 메시지 전송 모듈이다. 메시지 전송 모
듈은 토픽 및 메시지 입력칸, 전송버튼으로 구성된
다. 알림 구독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
기 위해 토픽 이름을 ‘TEST’로 설정하고, 메시지
를 입력하여 전송버튼을 클릭하였다. 메시지를 전
송하는 경우 그림 2 (b)에서 해당 메시지가 출력됨
을 확인하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림 서비스 구
독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MQTT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알림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또
한, 청각장애인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위
해 QR 코드를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은 알림 구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QR코드를 인식하는 경우 
알림 서비스를 구독한다. 알림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용자는 해당 알림 메시지 전송 모듈에서 메시지
가 입력되는 경우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향
후에는 음성 알림을 인식하여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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