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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많은 디지털 사진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 수많은 
사진을 사용자가 직접 분류하고 앨범화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한 작업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카메라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하나의 행사에 있어서도 여러대의 카메라가 사
용되는 등 대용량 사진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진 관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명의 촬영한 사진의 분류 및 제 3 자에게 사진이 촬
영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진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와 관련된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고 개발중인 사진 분류 및 시각
화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소개하며 기존 방법들과 차별화되는 사진 처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서 론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에 따라 여행이나 의미 있
는 행사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디지털 사진들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에 탑재
된 카메라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국내 사용자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항시 구비하고 다니는 상황이다. 디
지털 카메라는 이전의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와 달리 
사진을 추가적으로 촬영하는데 따른 비용이 매우 적
고, 인화할 사진을 추후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
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보다 많은 사진을 촬영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여러 대의 카메라가 사용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나의 사건에서 생성되는 사진의 수 또한 이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에 촬영후 수천여장에 달하
는 모든 디지털 사진을 개인이 직접 분류하거나 선별
하는 것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귀찮고 시간 소모적인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촬영한 사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개인 사진
들을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
이 촬영한 사진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용도 및 블로그와 같
이 주제별로 촬영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
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클러스터링 및 시각

화 방법들을 살펴보며, 개발중인 사진 관리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소개한다.  

 
2. 사진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 

  많은 디지털 사진을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
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진끼리 그룹화하는 클러스터링 
관련 방법 및 사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
주는 시각화 방법이 요구된다. 알려진 클러스터링 방
법들에서는 사진의 이미지 내용 뿐 아니라 함께 포함
된 메타데이터(EXIF)[1]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EXIF 는 사진 촬영에 관련된 카메라의 설정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이미지 자체만으로 얻기 힘들
었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보는 사진의 촬영시각이다. 개인 사진의 경우 한 
대의 카메라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상의 한계로 
인해 사진의 내용과 촬영시각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
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진이 발생한 이벤트를 유
추하여 시간순으로 정렬된 사진들을 선형적으로 분리
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2].  
사진 클러스터링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진
들 (혹은 분류된 클러스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
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진수에 
비해 사용자에게 한번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은 제약
되어 있다. 일반적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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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활용되는 방법은 사진의 썸네일을 격자모양의 
화면상에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것이다. 가장 대중적
은 뷰어로는 ACDSee, Picasa 등이 있다[3,4]. 그림 1 에
는 Picasa의 실행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Picasa는 디렉
토리별로 사진을 보여주며 전체 디렉토리를 시간순서
로 정렬하여 보여준다. ACDSee 의 경우 캘린더뷰나 
사진이 촬영된 일별로 사진들을 보여주는 이벤트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클러스터링 
기능을 따로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클러스터링을 주
제로 한 연구들에서도 출력방식은 대부분 클러스터별 
격자 출력을 따르고 있다. Mota 가 연구한 시각화 방
법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특징값들의 가중치에 따
라 사진들이 그룹화되어보일 수 있도록 한다[5 ]. 

 

 
그림 1. Picasa의 이미지 출력 실행화면[4] 

제안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는 메타데이터 및 
사진의 내용정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계
층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벤트를 단
순히 날자별이 아닌 사진이 촬영된 상황별로 구별가
능하도록 비교적 적은 단위로 분할할 경우, 다수의 
클러스터가 생성되며 많은 양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서로 
다른 범위의 시간유사도를 적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계층적으로 적용하여 그림 2 와 같이 클러스터를 계
층 구조로 조직화하고 사용자가 클러스터별로 사진 
정보(파일관리 또는 태그정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다. 계층별 시간범위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년도별로 
사진을 행사 발생일을 기점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한 
행사에서의 세부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좁은 시간단위 분석을 적용하여 장소 이동 단위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다르게 촬영자의 얼굴 분석을 통해 동일한 
인물 검색이 다른 연구에서도 일부 소개되고 있고, 
haar classifier 를 통한 실험도 진행해보았으나 디지털 
사진 특성상 보안 분야에서와 달리 다양한 표정과 각
도 조명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없는 한 소요되는 계산시간에 비해 좋은 결과
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림 2. 계층적 분석를 통한 클러스터 시각화[14] 

격자모양 출력이 아닌 사진의 배치 및 표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Kustanowitz 는 가정용 사진을 
표현함에 있어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6].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한장의 
사진 혹은 문구를 중앙에 배치하고 주변 공간들을 분
할하여 주제별로 클러스터링 된 사진 집합을 각각 표
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더불어 각 사진들을 
어떻게 분할하여 해당 영역에 표시할 것인지에 관해
서 소개하였다. 

 

 
그림 3. 사진 시각화를 위한 레이아웃 설정 예[6] 

사진을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떠나서 사진이 
촬영된 배경의 내용을 전달(story telling)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도 진행된바 있다[7,8]. 이같은 경우 사용자에
게 썸네일 이미지를 한번에 다수 보여주는것 보다 실
제 앨범을 보듯이 슬라이드쇼와 같은 형식으로 핵심
이 되는 사진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보여주는 것이 사
용자에게 사진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Chen 은 유사한 이미지들 일부를 클러스터링 한 다음 
대표사진들 위주로 슬라이드쇼를 배경음악의 비트와 
함께 진행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9,10]. 이는 그림 3 과 유사하게 중심사진 주변으로 
유사사진을 표시하나, 내용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한장씩의 사진을 배치시켜 전체 사진중 
일부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Hsieh 는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며 이동한 동선
을 따라가며 사진을 정렬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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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각의 사진으로부터 3 차원 정보를 재구성하여 
사진내용상의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슬라이드쇼
를 구성하였다[11]. 하지만 이 경우 사진내에 일정 지
형이 겹치도록 촬영된 사진이 다수 존재하지 않을경
우 2 차원 정보를 담는 사진에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방향을 달리하여 카메라
에 GPS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거나 지역 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촬영 영역별로 나타내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으며[12], 지리정보가 다수 카메라에 반영
될 경우 사진관리 및 시각화에 있어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한편으로는 사진에 포
함된 태그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 지형도에 사진들의 분포정도를 등고선으로 나타내
는 방법이 소개되기도 하였다[13].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객체를 번갈
아가며 촬영하거나 여러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클
러스터링하여 시간순으로 정렬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그림 4(a)와 같이 도출된 클러스터를 블럭단위 유사도 
비교[14]를 비롯한 방법을 이용하여 내용상 유사한 사
진들끼리 이웃할 수 있도록 그림 4(b)와 같이 재배치
하는 시각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 클러
스터링 방법들이 시간에 우선적으로 의존하여 사진을 
순서화하는데 따른 시각적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진에 담긴 상황을 알려주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a) 사진 클러스터 예(시간순으로 정렬) 

 
(b) 내용에 따라 재배치된 사진 클러스터 

그림 4. 사진촬영 상황을 고려한 클러스터 시각화[ 15] 

사진의블럭기반 유사도 비교분석에는 그림 5 와 같
이 블럭 단위로 분할된 이미지 영역을 비교함으로써 
동일객체의 존재영역을 우선적으로 탐색하여 주변 블
럭들의 유사한 정도를 기준으로 입력사진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 블럭분할을 통한 이미지 유사도 분석[14] 

  한편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동
일한 행사에 있어서도 여러대의 카메라가 동원되는 
일이 흔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클러스터링 방법들이 
대부분 한명의 개인 혹은 한대의 카메라 사진을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간 촬영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적절한 클러스터
링 및 시각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6 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촬영시각표이다. 각 카메라별로 
어떤 시간대에 사진이 생성되었는지를 표시한다.  
 

 
그림 6. 다수 카메라가 사용된 사진의 촬영시각표 

  다수 사용자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클러스터링하기 
위해서는 각 카메라 사진별로 정렬 및 시간분석을 수
행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 메타데이터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카메라간 유사 사진을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에는 무감독 클러스터링 기반의 사진 
탐색을 비롯하여 사진들을 유사도를 간선의 가중치로 
갖는 그래프 구조로 변환하여 최대 플로우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가장 연결부위가 약한 부분(최대 플로우
가 흐르는 에지 컷)을 파악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함으
로써 유사 사진들을 그룹화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다. 
각 카메라 사진별로 유사한 사진을 연결한 화면이 그
림 7 에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우 몇시간 단위의 
동일 시간대에 유사 사진들이 촬영되지만 일부 카메
라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자별로 개별 행동으로 인
해 촬영 시간대 및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도 발생가능
하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가 유사도 비교
시 고려할 시간 범위를 지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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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수 카메라 사진들간의 유사도 그래프. 시간 
도표상의 카메라간 유사 사진들이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사진을 더 촬영하는 경우에 추
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여러번 촬영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 사용자가 인화
하거나 블로그 상에 공개하는 사진은 밝기나 선명도
가 우수한 일부 사진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화면상에 
표시되거나 컴퓨터 상에서 관리될때는 동일한 파일형
태로 존재하게 된다. 시각화하는데 있어서도 중복되
거나 저품질의 사진들이 다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내용 전달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클러스
터를 시각화 하는데 있어서 사진들을 적절히 필터링 
하거나 표식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8 은 클러스터 시각화에 있어 저품질 사진 이미
지 분석을 같이 수행하는 화면이다. 사진의 촬영 상
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저품질이거나 중복된 
사진들을 겹쳐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효과적으
로 사진이 촬영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림 8. 저품질 사진 필터링이 적용된 시각화 장면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의 일상화로 인해 생
성되는 대용량의 사진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와 관련된 방법들과 이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사진 관리 및 시각화는 많은 촬영내용이
라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수 촬영자 사진의 경우 촬영자별로 사진의 특

성이 다르며 촬영시각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
다. 사진의 썸네일에 기반한 방법들은 많은 사진들을 
한 화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향후에는 
수천장에 이르는 많은 사진들을 촬영자와 촬영 시각 
및 유사도를 고려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
각화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하여 각 상황별로 대표사진
을 적절하게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2008-F-031-01, 영상 및 비디
오 콘텐츠를 위한 계산사진학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 Exif version 2.2 digital still camera image file 
format standard (Exif) version 2.2, 2002. 

[2] M. Cooper, J. Foote, A. Girgensohn, and L. Wilcox. 
Temporal event clustering for digital photo collections. 
ACM Trans. Multimedia Comput. Commun. Appl., 
1(3):269-288, 2005. 

[3] ACDSee Photo Software Homepage.  
http://www.acdsee.com/. 

[4] Picasa Homepage. http://picasa.google.com/. 
[5] J. Mota, M. J. Fonseca, D. Goncalves, and J. A. Jorge. 

Agrafo: a visual interface for grouping and  rowsing 
digital photos. In Proc. of AVI '08, pages 494-495, 2008. 

[6] J. Kustanowitz and B. Shneiderman. Hierarchical layouts 
for photo libraries. IEEE MultiMedia, 13(4):62-72, 2006. 

[7] M. Balabanovic, L. L. Chu, and G. J. Wol®. Storytelling 
with digital photographs. In Proc. of CHI '00, pages 564-
571, 2000. 

[8] B. M. Landry. Storytelling with digital photographs: 
supporting the practice, understanding the benefit. In 
Proc. of CHI '08, pages 2657-2660, 2008. 

[9] J.-C. Chen, W.-T. Chu, J.-H. Kuo, C.-Y. Weng, and J.-L. 
Wu. Tiling slideshow. In Proc. of MULTIMEDIA '06, 
pages 25-34, 2006. 

[10] W.-T. Chu, J.-C. Chen, and J.-L. Wu. Tiling slideshow: 
An audiovisual presentation method for consumer photos. 
IEEE Multimedia, 14(3):36-45, July-Sept. 2007. 

[11] C.-C. Hsieh, W.-H. Cheng, C.-H. Chang, Y.-Y. Chuang, 
and J.-L. Wu. Photo navigator. In Proc. of 
MULTIMEDIA '08, pages 419-428, 2008. 

[12] M. Naaman, S. Harada, Q. Wang, H. Garcia-Molina, 
and A. Paepcke. Context data in geo-referenced digital 
photo collections. In Proc. of MULTIMEDIA '04, pages 
196-203, 2004. 

[13] K. Fujimura, S. Fujimura, T. Matsubayashi, T. Yamada, 
and H. Okuda. Topigraphy: visualization for large-scale 
tag clouds. In Proc. of WWW '08, pages 1087-1088, 2008. 

[14] C. Jang and H.-G. Cho. Automated digital photo 
classication by tessellated unit block alignment. In Proc. 
of ICHIT '08, pages 204-210, 2008. 

[15] C.-J. Jang, J-Y. Lee, J.-W. Lee, and H.-G. Cho. Smart 
management system for digital photographs using 
temporal and spatial features with EXIF metadata. In 
Proc. of ICDIM'07, pages 110-115, 2007.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