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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전 필름 카메라 시대에는 한 필름에 촬영 가능한 사진의 수가 제한되고 인화와 현상에 대한 비용과 시간 소모로 
인해,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대용량화된 메모리로 
인해, 이전의 필름 카메라 시대와는 달리 일반 사람들도 한번에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와 같이 
관리해야 할 사진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진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와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여, 촬영시각 문맥 (temporal context)의 흐름이 약한 순서대로 사진들을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의 평가를 위해서, Cooper 가 제안한 이벤트 클러스터링 방법과 정확도와 재현율을 
비교하였으며, 사진 촬영 시각 차이의 분포의 편차가 작을수록, 제안한 클러스터링 방법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촬영 시각 클러스터링은 많은 수의 사진들을 이벤트 기반으로 자동 분류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클러스터링된 정보들을 그룹별로 시각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1. 서론 

이전 필름 카메라 시대에는 한 필름에 촬영 가능한 
사진의 수가 제한되고 인화와 현상에 대한 비용과 시
간 소모로 인해,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사진

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
급과 대용량화된 메모리로 인해, 이전의 필름 카메라 
시대와는 달리 일반 사람들도 한번에 많은 양의 사진

을 촬영하는 일이 많아졌다. 즉, 카메라의 사진 촬영

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됨에 따라 사진 촬영에 대한 
빈도수가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 사

용자들도 대용량 (4 박 5 일 정도의 여행 : 500 장 ~ 
1,000 장)의 사진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진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 중, 

사진을 분류하는 작업은 분류해야 할 사진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대부분의 
사진 촬영자가 사용하는 사진 분류 방법은 사진 촬영 
직후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이벤트나 내용에 맞
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분류하고 분류된 디렉토리를 
촬영 연도와 같이 구체적인 기간으로 정리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1]. 사진 분류 작업에 있어서 소모되는 
시간과 작업양은 관리해야 할 사진들의 수에 비례하

며, 관리해야 할 사진의 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소모된다[2,3]. 그러므로 사진을 관리할 여
유가 없거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는 사용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사진 분류 작업을 생략하고, 임의의 
디렉토리에 촬영한 사진을 복사하고 방치해버리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사진 
촬영 당시의 기억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친구들과 공
유하기 위해 사진 분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많은 시
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사진을 촬영 시각에 
따라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사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

들 중에서 가장 힘든 작업들 중 하나가 많은 수의 사
진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

부터 사진 클러스터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대부분의 사진 클러스터링에 사용되는 분류 기준

은 촬영 시각이나 색상 정보이다. 사진에 내재된 GPS 
정보의 경우, 촬영된 장소가 각 사진에 포함되기 때
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GPS 가 내장된 카메라는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잘 보
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PS 정보가 EXIF 에 내재

된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사진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이벤트 단위로 촬영된 사진들은 촬영 시각 

문맥(temporal context)의 흐름이 약한 부분에서 분할되

게 된다. 촬영 시각에 따라 각 사진들을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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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Cooper 가 제안한 이벤트 기반

의 클러스터링 기법이다[2]. 이 방법은 Logistic 함수

를 이용하여 촬영 시각 차이로 인해 촬영시각 문맥이 
약한 사진들을 분류하여, 이벤트 클러스터로 분류하

였다. Platt 은 촬영 시각을 기준으로 Hidden Markov 
Model 기반의 확률적인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AutoAlbum 시스템을 개발하였다[4]. 이 시스템은 먼

저 촬영 시각 문맥에 따라 클러스터링한 후, best first 
probabilistic model merging 기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내
용의 사진들을 재결합하여 의미있는 사진 집합을 사
용자에게 제공한다. Boutell 은 촬영 시각과 내용 기반

의 문맥을 결합하기 위해서, 1 차원의 Hidden Markov 
Model 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하였다[5]. 
마지막으로, Jang 은 Max-Flow 와 Min-cut 을 이용하여 
다중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사진들의 클러스터링 기
법을 제안하였다[6].  

 
3. 촬영 시각을 고려한 클러스터링 기법 

 
 

(그림 1) 촬영 시각을 이용한 사진 클러스터링 예시. 

(a) 단순히 촬영 시각의 차이로 클러스터링한 결과. 

그림에서 e, f, g, h, i 사진의 경우, 촬영 시각 간

격이 커서 각각 다른 클러스터(C2 ~ C6)로 분류된다.  

(b) 본 논문에서 목표로하는 촬영 시각 클러스터링. 

같은 간격의 f, g, h, i 사진의 경우 동일한 클러스

터 C2 로 분류된다. 

 
사진의 촬영 시각은 각 사진들이 촬영될 당시의 시

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촬영 시각은 각 이벤트의 시
점에서의 이벤트 내용을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당시

의 이벤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 그러므로 대부분

의 사진 클러스터링 연구에서는 촬영 시각 문맥

(temporal context) 흐름이 약한 부분을 분류하여, 각 사
진 그룹들을 생성한다. 그림 1 의 (a)의 사진 분류 방
법은 촬영 시각 순서대로 각 사진들을 정렬한 후, 단
순히 일정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사진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경우, 촬영 시각 문맥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의 C2 ~ C6 과 
같이 많은 수의 의미 없는 클러스터들이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크기의 윈도우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 
크기 안에 포함된 사진들을 대상으로 가장 분산이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분할하여 그림 1 의 (b)와 같은 사
진 집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 논문에서 제안한 촬영 시각 차이를 이용

한 사진 분할 방법. 제안한 방법은 가우시안 분포

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윈도우와 우선 순위 큐에 의

해 호출되는 재귀함수를 이용한다. 

 

그림 2 는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도
식화한 것이다. 먼저 각 사진들을 촬영시각 순서로 
정렬한 뒤, 각 사진들의 촬영 시각 차이 gi 를 추출한

다. 그 후, 사용자가 지정한 크기의 윈도우가 첫번째 
촬영 시각 차이 g0 를 포함하게 imputation 을 수행한

다. 해당 윈도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윈
도우 내에 있는 촬영 시각 차이의 분산을 계산하여, 
편차가 가장 큰 부분을 기준으로 두 사진을 분할한다. 
이 때, 윈도우 내에 있는 촬영 시각 차이의 분산을 
계산함으로써, 촬영 시각에 대한 문맥이 가장 약한 
곳을 찾을 수 있다. 분할된 두 사진 집합은 각 사진

들의 촬영 시각 편차가 큰 집합을 우선 순위로 추출

하는 우선순위 큐에 할당되며, 각 수행 시점에서, 가
장 편차가 큰 집합 순서로 앞서 언급한 분할작업이 
재귀적으로 반복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링 방법은 편차가 큰 
사진 집합을 먼저 분할하기 때문에, 그림 3 과 같이 
계층적인 클러스터링 작업이 수행 가능한다. 즉, 촬영 
시각 간격에 분할된 순서가 할당되며, 각 사진들은 
촬영 시각에 따라 정렬되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트리 구조의 계층적인 사진 클러스터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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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촬영시각 클러스터링 결과. 각 사진들은 

촬영시각에 따라 정렬할 수 있고, 우선순위 큐에 

의해 촬영 시각 문맥이 약한 곳에 분할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계층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

다. 
 

 
(그림 4) 클러스터링을 위한 입력 데이터 사진들 

 
그림 4 와 5 는 제안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20 장의 사진을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용

자가 지정한 분할될 레벨(클러스터 개수)은 4 와 5 를 
지정하였는데 지정한 레벨에 따라 계층적인 구조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은 그림 4 사진들의 촬영 시각 간격 분포를 
로그스케일로 시각화한 것이다. 사용자가 지정한 윈
도우 크기에 따라 분할될 시점을 찾는데 고려되는 사
진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윈도우의 크기가 크
게 지정될수록 분할 시점을 찾을 때, 보다 많은 수의 
촬영 시각 분포가 고려되기 때문에, 그림 6 의 (a)와 
그림 6 의 (c)와 같이 다른 시점에서 분할된다.  
 

 

 

(그림 5) 그림 4 의 입력 사진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한 결과. 사용자가 지정한 레벨에 따라 계층적으로 

사진들이 분할되며, 지정한 윈도우 크기가 클수록 분

할되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사진 수가 균등해지는 현

상이 발생한다. (a) 윈도우 크기: 3, 분할 레벨: 4.  

(b) 그림 (a)에서 분할된 클러스터. 윈도우 크기: 3, 

분할 레벨: 5. (c) 윈도우 크기: 12, 분할레벨: 4 

 

 
(그림 6) 그림 4 사진들의 촬영 시각의 분포와 분할 

결과. 수평선의 숫자는 로그스케일화된 촬영시각 간

격(분)을 의미하며, 제안한 클러스터링에 의해 분할

된 간격을 붉은색 직선으로 도식화하였다. (a)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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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기: 3, 분할레벨: 4. (b) 윈도우 크기: 3, 분할

레벨: 5. (c) 윈도우 크기: 12, 분할레벨: 4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링 방식의 성능을 입
증하기 위해서, 3 가지의 사진 집합을 이용하여, 
Cooper 가 제안한 촬영시각 클러스터링 방법 [1]과 정
확성과 재현율을 비교한다. Cooper 의 방식은 로지스

틱 함수를 이용하여 두 사진 사이의 촬영시각 유사도

를 정의하고, 가장 유사하지 않는 부분을 분할하여, 
전반적으로 촬영시각 문맥이 약한 부분을 찾는 방법

이다. Cooper 는 이벤트 기반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내
용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과 결합하여 이벤트 클러스

터링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촬영 시각 
문맥만을 고려한 이벤트 클러스터링 방법과 비교하였

다.  

<표 1> 클러스터링 정확도와 재현율 평가 결과. 제안한 시

스템의 경우, 촬영 시각 차이 편차가 작은 경우, Cooper

의 촬영시각 클러스터링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표준편차는 촬영 시각 간격을 분단위로 환산한 후, 로그 스

케일된 값으로 측정하였다.  

입력 사진 

(장수/표준편차) 
클러스터링 정확도 재현율 

Cooper 0.806 0.832
A (82/240.3 분) 

Ours 0.852 0.841

Cooper 0.800 0.828
B (145/ 250.2 분) 

Ours 0.823 0.832

Cooper 0.782 0.812
C (279/ 325.4 분) 

Ours 0.740 0.792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Ground Set 은 각 사

진 집합 A (82 장), B (145 장), C (279 장) 의 촬영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분류하여 생성하였으며, 정해진 클

러스터의 개수에 따라 각 사진들을 분류하였다. 분류

된 사진에는 EXIF 의 커스텀 태그에 분류된 클러스터 
번호를 삽입해서, 정확도와 재현율을 평가하기 편리

하게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표 1 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데, 촬영시각 간격의 편차가 특정 패턴이 없
는 경우, 제안한 방법이 좀 더 우수함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 크기와 분
할된 사진 집합의 우선 순위 큐를 이용한 촬영 시각 
기반의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Cooper 가 제안한 촬영시

각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진들의 촬영시각 간격이 균일한 경우, Cooper 의 방
법보다 좋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안한 
방법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사진들의 촬영 시각 차이 분포를 고려한 계층

적인 클러스터링이 가능하다. 

2. 사용자가 지정한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클러스

터링에 반영될 사진 단위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진 관리에 있어서, 사진의 분류작

업을 돕기 위한 자동화된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하

였다. 그러나 분류 작업 이외의 사진 관리 작업에 있
어서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써, 그룹화된 사
진들을 사용자의 인터액션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시
각화할 수 있는 레이아웃 개발하는 것을 향후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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