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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 한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는 모바일 즉석투표 시스템의 개

발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이 시스템은 블루투스 스캐터넷 형성을 통해 특정 서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관계가 지어

있지 않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키워드: 투표시스템(voting system), 블루투스(Bluetooth), 스캐터넷(scatternet), 안드로이드(Android)

I. 서 론

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자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모바일기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들도 많

이 등장하게 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모집단의 유형에 따라 불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투표 애플리케이션인 ‘엠보팅’에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특정 주제를 올려놓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른 유형으로는 자신과 관계(relationship)가 있는 사람

들을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형태이다. 대표

적인 예로 카카오톡의 투표하기, 페이스북 질문하기, 스마트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인 ‘다vote’ 등이 있다. 카카오톡 투표하기는 단체

카톡방에서 투표하기를 눌러 카톡방에 속해있는 사람들끼리 투표

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페이스북 질문하기의 경우 그룹에 

질문을 올리면 그룹 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선택지에

서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는 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과 사전 관계(relationship)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지역(localization)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즉석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103. 설문조사의 모집단 유형 

Fig. 1. The population types of question investigation

현재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서버를 가지고 

투표 애플리케이션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서버가 없는 상

태에서 그림 1의 localization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

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블루투

스는 휴대폰을 비롯한 디지털 디바이스간의 탄력적이고 확장성 있

는 무선 ad-hoc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1]. 하나의 

블루투스 장치가 10m 이내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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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두 장치는 자동적으로 연결(피코넷, piconet)되고, 두 개 이상

의 피코넷을 연결하면 스캐터넷(scatternet)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임시적으로 한 영역에 모인 사람들의 설문조사

를 위해 블루투스 스캐터넷 형성을 통해 즉석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II. 본 론

피코넷은 블루투스 최소 단위 네트워크로 1대의 마스터 주위에 

약 10m 이내의 거리에서 최대 7대까지의 슬레이브를 접속할 수 

있다. 스캐터넷은 전술한 피코넷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네트워크로 

약 100m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피코넷

은 100개 이상 접속한 스캐터넷을 구축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104. 스케터넷 형성

Fig. 2. Scatternet formation

위와 같이 스캐터넷이 형성된 상태에서 질문지가 전송되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마스터(master)가 질문지를 작성한다. 질문지는 질문지고유ID, 

질문내용, 답변항목으로 구성된다.
마스터는 자신에게 연결된 기기들(slave)에게 질문지를 전송한다.
질문지를 받은 슬레이브는 질문지고유ID로 이미 받은 질문지인

지를 판단하여, 만약 이미 전송받은 질문지인 경우에는 무시한다.
만약 새로운 질문지인 경우에는 자신의 기기에 연결된 다른 기

기들(slave)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결된 슬레이브에게 이 질문지

를 전송한다. 이는 슬레이브였던 기기가 또한 마스터가 되는 상황

이다. 그러나 이 질문지는 자신 밑에 연결될 다른 슬레이브뿐만아

니라 자신의 마스터에게도 전송되게 된다. 그러나 질문지고유ID의 

중복검사를 통해 마스터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그림 3은 실행결과 화면이다. 왼쪽편 화면은 마스터로서 투표만

들기를 할 것인지, 투표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다. 
가운데 화면은 투표작성 사용자가 투표하기 사용자의 연결을 받아

주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화면이다. 질문지를 작성하고 전송버튼을 

누르면 형성된 블루투스 스캐터넷을 따라 전체 질문지가 사용자에

게 전송되게 된다. 오른쪽 화면은 투표자가 결과전송 후, 투표 결

과값을 볼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105. 실행결과 화면

Fig. 3. Execution result screen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 시, 모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는 없

고 지역성만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할 경우, 투표값을 하나로 

수집할 수 있는 서버를 대신하여 블루투스 스캐터넷 형성을 통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내용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일정 지역 내에서 즉석 현장투표를 실시

간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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