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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감성정보와 감성을 공유한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감성

변화를 사용자간에 공유 할 수 있는 감성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감성 모바일 스마트폰 앱과 감성공유서

버로 구성된다. 감성 스마트폰 앱은 공유하고자 하는 원격지의 사용자의 위치와 감성상태를 Google Map API를 이

용한 지도서비스를 통해 표현한다. 감성공유서버는 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렛폼간의 감성공유가 가능하도록 

RESTful방식을 이용하여 구현 되었다. 감성공유서버에서 교환되는 감성정보는 XML형식으로 저장된다. 제안하는 

감성공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감성변화가 지도서비스를 통해 공유 가능함을 확인 하

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emotion sharing system that is sharing users emotion change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user where users was shared his emotion information and to the emotion. The system consists of a emotion sharing 
server and mobile smartphone apps. Emotion smartphone app represent status of emotion and location of users who 
wants to share emotion at map services based the Google Map API. Emotion sharing server was implemented using a 
RESTful way to allow emotion sharing between different variety platform besides mobile platforms. Emotion 
information that is exchanged on a emotion sharing server is stored in an XML fromat. We were confirm emotion sharing 
system that it could be sharing moving emotion change according to the user's location through map service.

키워드 : 감성정보, 위치정보, 감성정보공유, RESTful

Key word : Emotion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Emotion Information Share, RES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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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은 외부로 부터의 감각자극 또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감성적 반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

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람의 감성을 인식하

고 공유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감성

인식 연구에서는 개인 맞춤형 감성인식이 가능한 방법

을 제안하며 발전하고 있다[4]. 또한, 개인감성 뿐만 아

니라, 다수의 개인 감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활용하여 지도위에 집단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이나 온라인상의 글이나 이미지 공유를 통한 사용자의 

감성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바 있다[5-6].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감성을 인식하고 무선전송 프로토콜

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모바일 폰이나, IPTV, 감성블로

그 등으로 사용자의 감성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시스

템도 제안된바 있다[7]. 그러나, 글이나 이미지, 이모티

콘 등을 이용하여 감성을 간접적으로 공유하는데 이러

한 방법에서는 자신의 감성을 자각하고 직접 표현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자의 감성을 인

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감성을 직접적으

로 획득할 수 있는 생체신호를 이용한 감성정보를 활용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이 느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공유된다면 언제 어

디서 느꼈던 감성인지 기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플랫폼의 시스템에서 개인 감성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개인 감성정보의 데이터 포

맷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현재의 감성정보 뿐만 아니

라 위치에 따른 감성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서는 위치정보 및 감성정보를 공유하기 편리하고 응용 

서비스간의 호환성 확장성이 좋은 프로토콜을 고려해

야한다.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RESTful방식의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은 표준화된 데이터 입출력 방식을 따르

기 때문에 감성공유서버 시스템에서 추가 기능 확장 하

더라도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

할 필요가 없고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 교환 방식에 비해 가볍고 사용하기 용이하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감성 정보를 이용한 

RESTful방식의 감성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식된 

감성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 별로 감성변화 추이를 파악 할 수 있다.

Ⅱ. 감성공유 시스템 설계

2.1. 시스템 개념도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감성공유 시스템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감

성공유서버로 구성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스마트

폰 앱으로 감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원격지의 사용자의 

위치와 감성상태를 지도위에 표현한다. 위치정보는 구

글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감성상

태는 이모티콘 형태로 지도위에 표현한다. 감성공유서

버에서의 클라이언트 감성정보는 기존의 감성인식 시

스템을 이용하여 생체신호 기반의 사용자 감성정보를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8]. 교환되는 감성 정보를  플랫

폼에 관계없이 처리하기 위해 XML형식으로 저장하였

다. 감성정보 데이터를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으로부터 

전달 가능하도록 RESTful 방식을 이용한 웹서비스로 

구성하였다. 

2.2. 감성공유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 시퀀스다이어그램

Fig. 2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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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공유 서비스 시스템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감성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감

성공유서버에서는 사용자의 감성 정보를 입력, 수정, 
조회, 삭제 하는 URI에 대한 매핑(Request Mapping)
을 통해 감성정보를 입력하는 메서드(DataInsert)가 

실행되고 감성정보의 각 항목은 DB에 저장되게 

된다.
(2) 사용자가 감성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감성공유서버

에서는 감성정보를 조회하는 메서드(DataSelect)가 

실행되고 DB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조회해 XML파

일을 생성하게 된다.
(3) 생성된 XML파일은 로컬디스크에 저장된 후 저장

된 XML파일의 경로가 DB에 저장된다.
(4)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수신된 XML을 파싱하여 구

글맵에 감성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Ⅲ. 감성공유 시스템 구현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3.1.1. 모바일 클라이언트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공유된 감성정보를 조회 하고 

표현한다. 감성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감성공유서버에 요청하게 되고 XML 포맷으

로 공유된 감성정보를 수신하게 된다. 모바일 감성 클라

이언트에서는 수신된 XML을 파싱하여 해당 정보를 구

글맵을 통해 보여준다. 감성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는 자

신의 감성을 공유하고 공유된 감성을 조회 할 수 있다.

그림 4. 모바일 클라이언트 블록다이어그램

Fig. 4 Mobile Client Block Diagram

사용자가 자신의 감성을 공유하게 되면 사용자 정보

와 감성정보, 위치정보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하게 된다. 공유된 감성을 조회하

면 감성공유서버에 친구, 감성, 날짜별로 감성정보를 

요청하여 XML 형식으로 감성정보 데이터를 전송 받는

다. 전송받은 XML데이터를 파싱하여 해당 사용자들이 

감성상태와 감성공유정보를 구글맵에 보여주어 공유된 

감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모바일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앱

Fig. 5 Mobile Client Smartphon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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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스마트폰 앱 내 구글맵에서 사

용자이름, 이용시간, 감성상태 별로 카테고리를 선택 

할 수 있다. (a)는 스마트폰 앱 상에서 사용자의 이름, 이
용시간, 감성상태 별로 감성을 조회 할 수 있는 카테고

리가 보이는 화면이다. (b)는 월별 감성조회 항목을 선

택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조회하고 싶은 월을 선택 

할 수 있다. (c)는 월별로 감성정보를 조회 할 경우 구글

맵에 감성을 공유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들

의 아이콘이 표시되고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

의 감성에 해당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id, 감성정보, 공
유시간에 관한정보가 표시 된다.

(d)는 (a)와 같이 사용자의 이름, 이용시간, 감성상태 

별로 감성을 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e)
는 친구별 감성조회 항목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화

면으로 감성을 조회하고 싶은 친구를 선택 할 수 있다. 
(f)는 친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선택한 

친구가 감성을 공유했던 위치에 아이콘이 표시되고 아

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친구의 감성에 해당하는 이모티

콘과 함께 id, 감성정보, 공유시간에 관한 정보가 표시

된다. 감성상태 별 조회항목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

행된다.

3.1.2. 감성공유 서버

감성공유서버의 주요 기능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감

성 데이터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감

성공유서버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원활하게 실

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렛폼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RESTful 웹서비스로 구성하였고 감성공유를 위한 

데이터 형식으로는 XML을 사용하였다. 
감성공유서버는 Windows Server 2008에서 eclipse 

3.7을 이용하여 개발 되었다. Spring 프레임워크를 이용

하여 RESTful 웹서비스를 구현하였고 iBatis2를 이용하

여  Oracle Database와 연동하였다.
오픈 API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인터넷 사용자

를 위해 자사의 컨텐츠 및 기능을 공개하여 사용자가 

직접 리소스에 접근하여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

발 할 수 있도록 공개한 API를 말한다. 오픈 API를 제공

하는 기술 중 하나로 REST가 있다[6].

그림 6. RESTful 기반의 감성공유 웹서비스

Fig. 6 Emotion Sharing Web Service Based on RESTful

Rest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ROA(Resource Oriented 
Architecture)를 따르는 웹서비스 디자인 표준이다. 
URI(Uniform Resourece Identifier)을 통해 구조적으로 

리소스(JSON, XML등)를 관리하고 HTTP표준 동사

(GET, POST, PUT, DELETE)를 이용하여 리소스와 상

호작용한다[9]. URI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개별 

리소스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

보를 저장관리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감성공유서버는 다양한 플렛폼에 관계없이 감성데

이터 통신을 위해 Rest기반의 OpenAPI로 제작 되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해당 리소스의 URI에 Request를 요

청하게 되고  Response 로 XML을 수신 받게 된다.

표 1. HTTP 메서드

Table. 1 HTTP Method

HTTP 요청 메서드 액션

GET get

POST add/create

PUT update

DELETE delet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HTTP 
전송프로토콜은 다음 4가지 메서드이다. GET, POST, 
PUT, DELETE 메서드로 감성정보를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하게 된다. POST 메서드는 새로

운 사용자를 생성하게 되고 PUT 메서드는 사용자의 

감성상태를 업데이트 한다. DELETE 메서드는 사용자

를 삭제하고 GET 메서드를 통해 감성정보를 얻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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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 입력

Table. 2 Data Insert

Method URI structural

GET http://localhost/user/id/{value}

POST

http://localhost/user/id/{value}/name/{value}/
emotionvalue/{value}/emotionresult/{value}/l
atitude/{value}/longitude/{value}/date/{value
}/time/{value}

PUT

http://localhost/user/id/{value}/name/{value}/
emotionvalue/{value}/emotionresult/{value}/l
atitude/{value}/longitude/{value}/date/{value
}/time/{value}

DELETE http://localhost/user/id/{value}

클라이언트의 감성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는 표 2와 같은 URI가 사용 된다. 초기 사용자의 위치정

보 및 감성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POST 메서드가 

사용되고 기존 사용자의 경우 PUT 메서드를 사용해서 

현재 감성상태를 업데이트 한다.
POST 메서드와 PUT 메서드를 이용하는 DataInsert 

및 DataUpdate의 구조는 사용자의 고유 번호를 의미하

는 id와 이름, 감성상태를 나타내는 emotionvalue와 

emotionresult, 감성을 공유했던 위치 값을 나타내는 

latitude와 longitude, 위치정보가 감성공유 서버로 전송

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date와 time으로 구성되어 

있다. {value}는 각 항목의 값을 의미 한다. 

표 3. 데이터 조회

Table. 3 Data Select

Element URI structural

User http://localhost/user/id/{value}

Emotion http://localhost/emotiondata/emotionvalue/{v
alue}

Location http://localhost/location/{value}

Time
(month) http://localhost/time/month/{value}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감성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URI는  표.3과 같다. GET 메서드를 사용하고 

구조로는 user, emotion, location, time 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감성상태, 위치, 시간별

로 데이터를 요청 할  수  있다.

3.1.3. 감성정보

EmotionInfo_XML은 생체신호 감성인식시스템으로

부터 획득된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평가된 감성정보를 

포함한다.

표 4. 감성정보_XML
Table. 4 EmotionInfo_XML

Element Explanation

User
Id 사용자 고유번호

Name 사용자 이름

Emotion
Data

Emotionvalue 감성 값

EmotionResult 감성 결과

Location
Data

Latitude 위도 값

Longitude 경도 값

Time
Date 감성정보 전송날짜

Time 감성정보 전송 시간

 
EmotionInfo_XML의 요소는 <User>, <EmotionData>, 

<LocationData>, <Time>으로 구성된다. User는 사용자

의 고유번호와 이름으로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저

장된다. <EmotionData>는 평가된 사용자의 감성정보

가 저장된다[8]. <LocationData>는 사용자가 감성을 공

유한 위치 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고 <Time>은  감성정

보를 공유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그림 7. EmotionInfo_XML 예제문서

Fig. 7 EmotionInfo_XML Example

다음은 감성공유서버에서 스마트폰 앱으로부터 감

성정보을 요청 받게 되면 생성되는 XML 예제 문서이

다. 사용자 고유번호(id)는 ‘1’이고 사용자 이름은 
“junho”이다. 감성 값은 ‘5’이고 감성상태는 “happ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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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 값은 “37.571454, 126.989121”이며 사용자가 

감성을 공유했던 장소를 의미한다. 감성정보 데이터 전

송시간은 2013년 2월 21일 19시 48분 51초 이며 사용자

가 감성을 공유했던 시간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와 RESTful기반의 전송프로

토콜을 이용한 감성공유 서비스를 제안한다. RESTful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감성공유를 하는데 있어서 다

양한 플렛폼 간의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  

하였다. URI 기반으로 감성데이터를 관리하고 클라이

언트의 상태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RESTful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SOAP 방식에서 가지는 무거운 프로토콜

과 사용법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감성클라이언트 스마트폰 앱

을 구현하여 RESTful방식을 이용한 감성공유서비스를 

테스트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생체신호를 인

식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판별하는 과정이 고정된 장소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 간에 실시간으로 감성을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스마트폰에서 감성인식 및 판별하는 과정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감성클라이언트 스마트폰 앱에서 구

동 된다면 실시간으로 이동 간에 감성정보를  친구와 

공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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