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 - CP - 001, M ARCH 2009

1

사진의 시간 색인 트리를 이용한 사진 시각화 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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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고 휴대가 보편적이됨에 따라, 수많은 사진이 촬영되고 있
으며, 각 사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진기에 의해 촬영된 디지털 사진은 촬영될 당시의 정보를 EXIF 형태로 사진 파일에
저장함으로써, 사진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 사진의 촬영 시각은 각 행사일에
따라 사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촬영된 사진의 이벤트와 사람의 기억을 연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촬영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각 사진들이 촬영된 시간차에 따라 사진
의 시간 색인 트리를 구성함으로써, 촬영 시간이 유사한 일련의 후보 사진들을 검색하기에 적합
한 자료 구조를 제시한다. 다수의 사진을 시각화하고 배열하는 대부분의 툴들은 하나의 사진을
배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진들과 비교해야 하는데,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자료 구조는 시간에
따라 각 사진들을 배열하거나 시각화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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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년 사이에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의 확산과 저장 매체인 플래쉬 메모리의 발전으로 인해 사용
자들이 손쉽게 수백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필름 카메라 시절과는 달리
불과 몇년 만에 사람의 일상 생활에서 수백 수천장의 사진을 개인이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 작업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진을 관리할 때, 각 사진들을 인물 혹은 이벤트
단위로 분류하게 되는데[1], 이러한 작업은 수백 수천장의 사진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사진 정리를 수
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표 1 과 같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양의 사진들을 시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현재 진행된 사진 시각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많은 양의 사진들을 제한된 2D 공간에서 표현
하기 위해서,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진들은 기하학적으로 서로 인접하게 배치하고 다른 속성을 가진
사진들은 서로 멀리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은 사진의
썸네일을 각각 노드와 셀로 처리하는 스프링과 그리드 시스템이다, 수백에서 수천장의 대용량 사진
데이터들을 서로 유사한 속성끼리 인접되게 배치하는 레이아웃 알고리즘에 있어서, 특정 사진의 추
가는 현재 배치된 모든 사진들과의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작업이며, 이 때 비교해야하는 후보
리스트를 선별하는 작업은 알고리즘 수행 성능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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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시간 정보에 따라 비교할 후보 리스트를 선택하기 용이한 시간 색인 트리 (Time
Index Tree) 를 제안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진 관리에 있어서 시간 정보는 사용자의 기억과 사진을
연결하고 구분짓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 사진의 시간차에 따라 사진 인덱싱이 가능한 트리를
구현한다면 앞서 언급한 레이아웃 알고리즘의 후보 리스트를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각
사진의 촬영 시간 정보는 사진 파일에 저장된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에서 추출하
였으며[2] , 각 트리의 노드마다 자식노드들의 평균 시간차와 최대 최소 시간차등의 시간 정보를 저
장하였다. 향후에는 시간 색인 트리를 활용한 그리드 기반의 사진 시각화 툴을 개발할 예정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구현할 기능과 개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최근까지 많은 수의 사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 사
진들을 시각화하기 위한 연구로써, Benjamin 은 영상 줌인 브라우저인 PhotoMesa 를 개발하였다[3].
PhotoMesa 는 Quantum Treemap 과 Bubble map 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특성 (년도,달,서람) 에
따라 그룹별 시각화 기능과 설정한 각 그룹을 폴더로 나누어 정리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Quantum
Treemap 은 공간을 재귀적으로 사분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공간을 접근하기에 용이한 트리 자료 구
조이며, Quantom Treemap 의 2D 평면의 공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Bubble map 을 사용하였다.
Kerry 는 각 사진들을 유사한 속성에 따라 시각화함으로써, 유사한 사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
페이스를 제안하였다[4, 5]. Kerry 는 코사인 계수나 색상 텍스쳐와 같은 시각적인 유사특성을 기준으
로 Multi-Dimentional Scaling(이하, MDS) 으로 사진들을 재배열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방식을 평가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을 설정한 후 상황에 맞는 사진을 쉽게 선택하는지를
평가하는 Simulated work task situation 을 수행하였다.
사진의 촬영 시간을 우선시하여 트리형태의 클러스터링 방법이 Graham 에 의해 제안되었다[6].
Graham 의 방법은 최초로 분할되는 초기 클러스터들을 루트 밑에 추가하고 촬영 시각 정보에 따라
재귀적인 형태로 각 클러스터들을 자식으로 추가하면서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실제
사진들은 트리의 리프노드 형태로 저장된다. 이 방법은 실제 촬영되는 사진들은 특정 시간에 집중적
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각 사진 클러스터들을 고르게 분산 하기 위해서 동적인 시간 단위를 적용하였
다. 그림 1 은 Graham 이 제안한 두가지 사진 클러스터링 뷰어를 보여준다. Graham 의 방법은 시간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트리형태의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시간
색인 트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유사한 속성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기술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Matthew 는 각 데이터들의 불일치성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각 데이터들의 레이아웃을 스프링 시스템으로 생성하였다[7]. 스프링 시스템에서는 각 데이터
의 힘 변화가 모든 데이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번의 힘 계산으로 인해 N (N − 1) 반
복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Mattew 는 비교해야할 후보 데이터 개수의 선형성을 유지함으로써, 레이
아웃 생성 시간을 단축하였다. Roberto 는 각 입력 데이터들의 유사한 정도를 그리드 좌표에서 정의
(Chebyshev Distance Measure) 하고 유사한 데이터들을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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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리를 이용한 사진 클러스터링[6]. (a) Calander View - 일년 단위의 사진 뷰
어. (b) 계층화된 사진 뷰어. (c) 실제 시간 정보에 따라 클러스터링된 트리 자료 구조.
리프노드에 각 사진들이 저장된다.
사한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Incremental Board 를 제안하였다[8]. Incremental Board
또한 Matthew 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2D 그리드 공간에서 유사함에 의한 데이터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N (N − 1) 반복 계산이 필요하다. Roberto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Mattew 가 해결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각 후보 데이터의 개수에 대한 선형성을 유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연구를 표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리 결과 유사한 데이터들을 응집되게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레이아웃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흐
름에 따라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각 데이터의 유사한 정도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차율을 정의한다.
2. 각각 정의한 배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비교할 대상을 이웃노드
로 선정한다.
3. 선정한 이웃 노드들과 에너지를 비교하면서 가장 에너지가 최소화 되는 레이아웃으로 결정한다.

3

사진의 시간 색인 트리

일반적으로 사진 시각화 툴들은 많은 수의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레이아웃 알고리즘들 중 새로운 사진이 추가될 때 비교해야 할 이웃 노
드들의 리스트를 선정하는 작업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림 2 는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시간 색인 트리이다. 각 노드는 시각화될 사진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사진의 EXIF 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경우, 먼저 부모 노드
(처음 탐색시는 Root) 의 자식 노드들과 촬영 시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그 후 부모 노드의 자식 노드
들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시각 차이보다 작은 시각 차이를 가지는 노드를 찾게 되는데, 만약 부모
노드의 자식 노드들 중에서 찾지 못한다면 새로 추가되는 노드는 부모 노드의 또 다른 자식 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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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진 시각화와 관련된 연구들.

Study
Photo
Mesa[3]

Layout
Grid

Kerry

Grid and

[4, 5]

Overlap

Graham
[6]
Incremental
Board [8]

Metthew[7]

Grid

Algorithm
Quantom Treemap.

- 영상 줌인 기능.

Bubble map.

- 사용자 지정 특성에 따른 그룹별 시각화 기능.
- 사진의 시각적인 유사성에 따른 그룹화.
- Simulated work task situation 을 이용한

MDS.

평가.
Clustering by

- 동적인 시간 간격에 따른 트리 구조의 클러스터링

time

- Calander View 와 계층화된 사진 뷰어
- Chebyshev Distance Measure 의 데이터 유사성 정의

Energy
Grid

Explanation

Minimization
Model

- stochastic mode 와 full mode 지원.
- 각 셀의 상태를 레이아웃 상황에 맞게 unstable 과
stable 로 구분하여 계산 비용 절감.
- 각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정의.

Spring

3D.

- 힘 변화에 따라 계산해야할 후보 데이터 개수의
선형성 유지.

설정되어, 형제 노드가 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모 노드들 중 최소 시각 차이를 가지는 노드를
부모 노드로 설정하여, 새노드 추가 작업을 재귀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알고리즘 1 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Graham 은 이러한 비교 연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촬영 시각에 따라 트리
가 생성되는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하였다[9]. Graham 의 방법은 클러스터를 시간 정보에 따라
트리 자료 구조로 구현하면서, 리프 노드에 각 사진들의 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이지만 본 보고서에서
는 시간 정보에 따라 색인 트리를 구성한 후, 실제 사진의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비교할 각 사진들의
후보를 재빨리 선별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료 구조이다.

4

사진 시각화 툴 개발 현황

수많은 사진들을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3 과 같은 인터페
이스의 사진 시각화 툴을 구현하고 있다. 현재 개발중인 사진 시각화 툴은 (a) 제어탭, (b) 썸네일 뷰어
그리고 (c) 공통 제어탭과 같이 크게 3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진의 시각화 작업은 먼저 그림 (a) 의 제어
탭에서 (b) 의 썸네일 뷰어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여, 시각화될 사진의 썸네일 크기에 따라 (b) 썸네일
뷰어의 그리드 영역을 분할한다. 그 후, EXIF 에서 추출한 사진의 촬영 시간 정보에 따라 보고서에서
제안한 시간 색인 트리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각 비교될 사진의 후보 리스트에 있는 유사 사진들과
비교한 후, 가장 작은 에러율을 가진 셀에 새로운 사진을 추가하게 된다. 이 때, 비교될 사진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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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진의 시간 색인 트리. 각 노드는 사진의 포인터와 각 자식 사진들의 촬영
시간 차이의 평균, 촬영 시간차이의 최소 최대값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리스트는 추가될 사진의 시간 정보와 사진의 유사도를 고려하여, 사진 색인 트리에 의해 적은 탐색
비용으로 선별된다. 현재 구현된 사진 시각화 툴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EXIF 정보를 로드한 후, 사진의 썸네일 구성과 그리드에 배치하는 기능.
2. 촬영 시각 정보에 따라 사진의 시간 색인 트리 구성.
현재 개발중인 사진 시각화 툴은 개발의 초기 단계이며, 현재는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사
진의 시간 색인 트리만 구현된 상황이다. 앞으로 구현하고 고려해야할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각 사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의 유사한 정도를 정의하고 이 특성을 사진의 시간 색인 트리
에 반영하는 방법.
2. 사진의 시간 색인 트리를 이용하여 비교 가능한 사진들의 후보 리스트를 선별하는 작업.
3. 시간과 사진의 유사 특성에 따라 사용자에게 편리한 레이아웃을 시각화 하는 작업.
이미지 추출 분야의 연구자인 Rodden 은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사진의 시각적인 효과를 픽셀 수
준의 레벨에서 비교 가능한 시각적인 효과를 선별하였다[5, 10]. 물론 이 문제는 사용자가 어떻게 평
가하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용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색
상 히스토그램과 텍스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된 영역의 색상과 형태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저레벨의
비교 가능한 시각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두번째 문제는 첫번째 문제가 결정되고 시각적인 요소들의 측정 방법이 정해진다면, 시간 색인 트
리에서 사진의 유사한 정도를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차에 대한 임계값을 벗어 나지 않는 수준에서 반
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수백 수천장의 사진들을 하루 시간 단위로 시각화를 수행하고 싶다
고 가정한다. 이 때, 각 사진의 시각적인 평가 기준이 유사하여, 부모와 자식 노드의 위치를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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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사진의 시간 색인 트리의 노드 추가 방법.
1: procedure A DD N ODE O N T IME I NDEX T REE( T imeIdxN ode NewNode, T imeIdxN ode Parent,
Tgap )
2:

Input

3:

N ewN ode: 새로 추가될 노드.

4:

P arent : N ewN ode 가 자식으로 추가되기 위한 부모 노드.

5:

Tgap : N ewN ode 를 형제 노드로 추가할지 자신의 자식 노드로 추가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 차이
⊲ 모든 자식 노드들을 대상으로

6:
7:

for all Child ∈ P arent do
if |Child.GetAvgT ime() − N ewN ode.GetT ime()| > Tgap then
⊲ 형제 노드로 설정한다.

8:

P arent.AddChild(NewNode);

9:

N ewN ode.AdjustParentTimeGapRecursive();
⊲ 새로 추가된 노드의 부모 노드들을 재귀적인 방법으로의 평균, 최대, 최소 시간 차이를
보정한다.

10:
11:
12:

else

⊲ Child 의 자식 노드들 중에서, 재귀적으로 다시 자리를 탐색한다.

AddNodeOnTimeIndexTree(N ewN ode,Child,α · Tgap );
end if

13:

end for

14:

end procedure

15:
16:

N ewN ode 를 Root 가 RootN ode 인 트리에 노드를 추가한다.

17:

AddNodeOnTree(N ewN ode, RootN ode, Tgap )

18:

것은 가능하지만, Root 의 직속 자식 노드들은 서로의 시간 차이가 사용자가 지정한 하루라는 시간
단위에 의해 분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하관계를 변경하지 않는 제약조건을 설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시간 영역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고려한 사진의 유사한 정도를 조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클러스터링과 이에 따른 LOD(Level Of Detai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각화
해야할 수백 수천개의 사진 데이터는 제한된 2 차원 모니터 상의 그리드 레이아웃에 시각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며, 시간과 이미지가 유사한 정도에 따라 각 영역을 클러스터링 하고 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제시하여 사용자가 유사한 이미지를 계층별로 탐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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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재 개발중인 Photo Visualizer 의 인터페이스. (a) Control Tabs : 썸네일의
크기와 시간 색인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 시간차를 지정하는 인터페이스. (b) Thumbnail Viewer : 실제 사진의 레이아웃을 시각화하는 그리드 기반의 뷰어. (c) Common
Function Tab :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최근들어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수백 수천장의 사진들을 촬영하는 빈도가 많
아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진기에 의해 촬영된 디지털 사진은 촬영될 당시의 정보를 EXIF 형태로
사진 파일에 저장하게 되며, 그 중 촬영 시각 정보는 각 행사일에 따라 사진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촬영된 사진의 이벤트와 사람의 기억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사진 관리의 중요한 정보이다. 본 보고서에
서는 이러한 촬영 시각 정보를 트리구조의 시간 색인 트리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그리드 기반의 사진
시각화 툴에 적용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시간 색인 트리는 사진의 레이아웃 생성 알고리즘에
있어서, 새로운 사진이 추가할 때 비교해야 하는 후보 사진 리스트를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시간별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이미지의 유사한 특성에 따라 LOD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시간 색인 트리를 이용한 사진 시각화 툴의 현재 구현 단계는 구현 시작 단계이며, 현재 사진의
EXIF 정보 추출과 시간 색인 트리 기능을 구현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 장에서 언급한 시간
색인 트리 기반의 사진 시각화 툴 개발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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