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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들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이미지 시각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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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수의 디지털 사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벤트 혹은 날짜에
따라 각 사진들을 폴더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관리해야할 사진의 개수가 수백에
서 수천 장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진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짧은
촬영 시각 사이에 있는 사진들 중, 각 사진들의 색상이 서로 유사한 사진들을 분류하고 동시에,
분류된 사진들의 시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사진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
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각 사진들을 25가지 색상 유사도를 고려한 색상 유사도에
따라 Interval graph를 구성하였으며, 각 Interval Graph 에서 Clique를 찾아 각자 유사한 색상의
사진들을 클러스터링한 후, 이를 중요 영역만 렌더링하는 중첩된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많은 수의 사진들을 제한된 화면에 효율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으며, 각 클러스터의 시간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Keywords Photo Clustering, Overlapped Layout, Interval Graph

1 Introduction
최근 들어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의 확산과 메모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진 저장 용량의 확대는 일반
카메라 사용자들이 손쉽게 수백 장 혹은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하였다 [4]. 그러므로 이전
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였던 시절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백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6, 10]. 그러나 이 작업은 많은 수의 사진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사진의
종류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작업상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10].
대부분의 사진 관리 프로그램은 썸네일 기반의 격자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이 인터페이
스는 순차적인 격자 기반의 레이아웃에 각 사진들의 썸네일을 배치한 후, 사용자의 스크롤링에 따라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차적인 격자 기반의 레이아웃은 사진들을 시간 순
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정보와 시간적인 정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각 사진 집합들의 시간적인 흐름 파악이 없거나 시간 흐름이 희미한 경우, 사진 관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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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진 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1. Utilization of screen space : 제한된 화면 공간에 배치하기에 너무 많은 사진을 관리해야 한다.
2. Summarization of photo clusters : 촬영 시각과 색상이 서로 유사한 사진들의 집합은 대표 사진만
배치한다.
3. Discontinuity of temporal sequence : 사진 탐색 과정에 있어서, 일관된 시간 순서를 유지하는
사진 배치 방법이 필요하다.

2 관련 연구
많은 수의 디지털 사진들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Bederson은 영상
줌인 브라우저인 PhotoMesa를 개발하였다 [4]. PhotoMesa는 Quantum Treemap과 Bubble map을 사
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특성 (년도, 달, 서람) 에 따라 그룹별 시각화 기능과 설정한 각 그룹을 폴더로
나누어 정리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표 1. Result of space eﬃciency using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to ACD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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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gensohn에 의해 제안된 MediaGLOW는 스프링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된 사진들의
대표 사진을 배치한다. 그리고 각 노드 사이의 거리는 사진의 촬영 시각에 기반을 둔 최소에너지의
스프링 레이아웃에 의해 결정된다 [8]. 각 사진의 GPS 정보 (위도와 경도) 와 촬영 시각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보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Jim에 의해 개발된 MyLifeBits는 각 디지털
매체와 자료를 이용한 스토리 저작 도구이며, 사용자는 지도에서 GPS 정보를 기반으로 트랙 포인트를
지정하고 각 사진을 링크하는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한 스토리는 슬라이드 쇼와
타임시트 등으로 시각화 한다 [7]. 상업적인 툴로써, 최근까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ACDSee Photo
Manager [1] 와 Picasa Web Album [9] 은 사진 관리에 있어서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 유용한 기능들은 얼굴 찾기 및 적목 현상 수정 그리고 색상 보정등과 같은 사용 보정 기능들 유용한
기능들이 대부분이며, 사용자가 지정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진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기능 또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련 연구로써, 표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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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nterval Graph 를 이용한 사진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 기법. 각 사진들의 시간
순서를 유지하고 동시에 Spatial Similarity (Similarity of 25 colors) 를 고려한 사진 클
러스터링 방법.

3 Interval Graph를 이용한 사진 클러스터링
Interval Graph는 Graph Theory에서 주로 사용하며, 각 노드가 양 끝단인 간격들의 교차 그래프이며,
각 간격이 교차하는 노드들에게 에지를 할당한다. 각 i-번째 노드의 각 시점이 Ii 이고 PR 을 각 시점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Interval Graph G = (V, E) 에서 V = {I1 , I2 , ..., In } 이며 각 시점의 연속된 쌍인
에지는 {Iα , Iβ } ∈ E ⇔ Iα ∩ Iβ ̸= 0 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1과 같이 Interval Graph를 이용하여, 시간 순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색상이
유사한 각 사진들을 서로 중첩되게 배치하는 사진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그림 (a) 와 같이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각 사진 집합 P 를 그림 (b) 와 같이 각 사진들의 색상이 유사한 정도를 Interval
로 지정한다. 여기서 각 사진쌍의 색상 유사도는 Prasad가 제안한 25가지 생상표에 따라 각 유사도가
계산된다. 예를 들어, 사진 P3 의 경우 나머지 모든 사진들과의 색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P3 사진은
모든 노드에 걸쳐 지는 간격으로 설정된다. 그 후, 그림 (c) 와 같이 Interval Graph를 구성한 후, 각
노드들이 완전 부 그래프 (complete sub graph) 를 구성하는 Clique (C0 과 C1 ) 를 찾아서, 서로 유사한
사진들의 쌍을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각 Clique의 구성 사진들은 각 사진들마다 서로 유사한 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의 사진만으로 각자의 사진들을 그림 (d)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각 Clique 사이의 시간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의 사진정보를 시간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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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5가지 색상 유사도가 일정값 이상인 사진 쌍들이 촬영시각 기준으로 연속적인 경우, 이 간격들을
Interval로 설정한다 (그림 b).
2. 각 사진을 노드로 하고 간격에 따라 설정되는 Interval Graph를 구성한 후, 완전 부 그래프인
clique를 탐욕 알고리즘으로 반복 찾기한다 ( 그림 c).
3. Clique로 구성된 각 사진들의 대표 사진 (각 Clique를 구성하는 사진들 중 가장 공통된 색상의
사진) 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진들은 대표사진의 뒷편에 중요부분만 렌더링되게 배치한다 (그림
d).
그림 1의 (c) 에서 각 Clique 의 중첩된 노드의 경우 (P3 ), 양쪽 Clique C0 와 C1 사이에서 어떤 쪽에
포함될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해결책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양쪽 Clique 중 색상 유사도가
더 높은 쪽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알고리즘의 간단 명료함을 위해
반복적인 Clique 찾기중 탐욕 알고리즘을 적용한 선택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두 Clique의 공통 사진이
되는 P3 를 먼저 Coverging되는 Clique 쪽으로 분할하였다.

4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각 사진의 시간 순서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유사한 색상의 사진 집합을 찾기 위한
사진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촬영 시각에 따라 정렬된 각 사진 집합
들을 색상이 유사한 정도에 따라 연속된 구간을 Interval Graph의 Interval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Interval Graph에서 유사한 사진쌍들의 집합인 Clique를 찾아 각 사진들의 촬영 시각 순서가 보존되는
유사 사진 집합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nterval Graph를 이용하여 시간 순서가 유지되는 사진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25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유사한 색상의 사진 집합을 평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분류된 사진들의
촬영 시각 순서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으며, 구현 및 실험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서, 각 사진들의 색상 유사도에 대한 임계값 지정과 Interval Graph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연속된 사진들의 후보 개수와 같은 문제이다. 색상 유사도에 대한 임계값은 사진을 분류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각 간격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연속된 사진들의
후보 개수는 사진의 개수가 n 일 경우, 색상 유사도를 비교해야 하는 쌍은 n ∗ (n − 1) 로 계산상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경우,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연속된 사진들의 후보 개수 n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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