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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lapsed interval of intra-event photos on the real
sample data for the decision of an event boundary. We
then incorporate both location and visual information for
the ambiguous range to split with only temporal cue.
According to test results, we show higher performance
compared to existing general clustering approaches.
Key words : clustering, photo collection, statistical
analysis, GPS

1. 서 론
최근 스마트 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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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대폰(카메라 폰)은 단순한 캡쳐 장비의 역할을 하
였으며, 사용자는 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웹 또는 PC로
백업하여 저장하였다. 그러나 카메라 성능과 저장 매체
의 용량 및 화면 해상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휴대폰은

요 약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휴대폰에서 촬영한 개인용
사진 컬렉션에 대하여 이벤트 기준으로 관리 및 접근하는
것을 선호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상의 개인용 사진 컬
렉션에 대하여 계산 량이 적고 정확도가 높으며 증감적인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는 이벤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실제 샘플 사진들을 수집하여 이벤
트 내의 사진들의 시간 경과 치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
하여 이벤트 경계 구간을 결정하였으며, 시간 정보만으로
분할이 모호한 구간에서는 위치 정보와 시각 정보를 사용
하여 보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실
험 및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 클러스터링, 사진 컬렉션, 통계적 분석, GPS
Abstract Typically users prefer to manage and
access personal photo collections taken from a cell phone
based on ev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vent
clustering algorithm that requires low computation cost
with high accuracy supporting incremental operation.

점차 촬영된 사진에 대한 직접적인 스토리지의 기능을
대신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휴대폰상에서의 사진 관
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휴대폰에서 촬영된 개인용 사진
컬렉션에 대하여 이벤트(예를 들어 졸업식, 생일 파티,
결혼식 등) 기준으로 구성 또는 접근하는 것을 선호한
다[1]. 따라서 많은 양의 사진에 대하여 이벤트 단위로
자동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기능은 휴대폰용 사진 관리
에 유용할 것이며, [2-4]에서 여러 이벤트 클러스터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직관적으로, 이벤트는 촬영 시간
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5,6]. 예를 들
어 사용자는 졸업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한다. 또한 최근의 휴대기기용 카메라들은
EXIF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므로, 시간 정보는 이
벤트 클러스터링에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간 단위의
클러스터링은 몇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을 요구한다. 먼
저,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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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여행 이벤트는 식사, 파티, 등산 등의 세부 이벤트
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
축 상에서의 스케일이 다르다. 즉, 같은 이벤트로 포함
시켜야 할 시간 간격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컬렉션에 포
함된 사진들에 대하여 비교사-클러스터링(unsupervised
clustering)을 통한 이벤트 클러스터링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means, mean-shift
등과 같은 대부분의 비교사-클러스터링은 기대 값 최적
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off-line연산에 적합하고,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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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적인 클러스터링이 어려우며, 수렴 시간을

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예측하기 힘들고, 반복(iteration)으로 인하여 높은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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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출판, 전송 등 모든

량을 요구한다는 제한을 갖는다. 휴대폰상의 이벤트 클

유형의 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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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증감 적이어야 하고 적은 연산 량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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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비교사-클러스터

이와 같은 비교사-클러스터링에 기반을 둔 방법은 1장

링 방법은 휴대폰 상에서의 이벤트 클러스터링에 적합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연산 량으로 인하여 휴대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비교사-클러스터링과 다른 접

기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근 방법으로 순차 분할 방법을 들 수 있다. 순차 분할

최근 휴대 기기용 사진 관리를 위하여 GPS정보를 활

방법은 x와 군집 C의 거리가 임계값보다 적을 경우 x

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7-9]은 시간

를 C에 포함시키는 단순한 연산으로써, 비교사-클러스

정보와 함께 GPS 태그를 통하여 휴대폰 사용자의 컨텍

터링의 제한들을 모두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뢰

스트(context)에 기반한 검색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10]

성 있는 임계 값을 필요로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 시간, 위치 기준의 클러스터링과 내용 기반 클러스터

이벤트는 종류에 따라 시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임계

링을 통하여 다중-모달 브라우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값은 단순히(예를 들어 1 시간) 결정되기 어렵다. 그러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하여

나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분명히 통계적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제한 점을 갖는 비교사-클러스터링 방
법의 대안으로서 순차 분할 방법을 사용하며, 임계 값
결정을 위하여 실제 샘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
으로써 효율적인 이벤트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샘플 데이터를 통하여 이벤트내
의 사진들에 대한 시간 간격의 확률 분포를 추정한다.
만일 촬영된 사진의 시간 경과치가 높은 확률 구간에
속한다면 최근 이벤트에 포함시키며, 모호한 구간에 속
할 경우에는 시간 정보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촬영 위치, 시각 특징 등을 부가적
으로 고려하여 이벤트 분할 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문은

3. 휴대폰 상에서의 이벤트 분할 방법
본 장에서는 제안한 이벤트 분할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한다.
3.1 이벤트내의 시간 간격에 대한 통계적 분석
본 논문에서는 이벤트내의 사진들의 간격에 대한 통
계적 분석을 위하여, 실제 휴대폰 사용자들의 기증을 통
하여 폰에서 촬영된 개인용 사진 컬렉션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샘플 데이터는 총 140명의 컬렉션으로 구성되었
으며, 기증한 사용자들은 자신의 컬렉션에 대하여 수동
으로 이벤트 별로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학습용 데이터
를 구성하였다. 각 컬렉션은 평균 370장의 사진을 포함

우선 이벤트 클러스터의 계층성의 고려는 향후 연구로

하고 평균 16.33개의 이벤트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컬렉

미루고, 먼저 단위-이벤트 레벨에서의 클러스터링 방법

션들 중 무작위로 뽑은 100개를 모델 추정에 사용하였

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기존 연구를 소개하

고 나머지 40개를 검증 및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여 10회

고 3장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설명하며 4장에서 실험 및

의 붓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였다. 샘플 데이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맺는다.

터를 수식화 하면 (1)과 같다.

eiC //i − th event cluster of collection C

2. 관련 연구

t ( p ej ) //time-stamp of image j of cluster e

개인용 사진 컬렉션에 대한 구성 및 관리 방법은 최

δ ( p ej ) //t ( p ej +1 ) − t ( p ej ) ,

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4]에서는 사진 간의 시간
간격에 대한 지역 임계 값을 조절해가며 계층적 클러스
터링 방법을 통해 사진 관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

// 0 ≤ j < e − 1, t ( p ej ) ≤ t ( p ej +1 ) for ∀j

(1)

( )

e
그림 1은 δ p | ∀p ∈ e, ∀e ∈ C, ∀C 에 대한 확률 밀도

법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오프-라인 모드만을 지원한다

를 나타낸다. 평균은 8.3분이고 표준 편차는 13.5분이며,

는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3]에서는 윈도우를 이동하

대부분의 이벤트 내의 시간 경과는 50～100분 미만이고

여 이전 단계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벤트 경계를 검출

약 10분 이내에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윈도우 크기에 민감하며, semi-online

이와 같이 크게 편중된 분포에는 일반적으로 로그-정규

모드에서 동작해야 한다. [4]에서는 K-means 알고리즘

분포가 적합하다[11]. 로그-정규분포는 log(X)가 정규분

을 사용하여 시간 기반의 클러스터링과 시각 정보 기반

포를 가질 경우에 대한 확률 분포로서 (2)는 확률 밀도

의

함수를 나타내고 평균과 분산은 (3)과 같다.

클러스터링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5]에서는

mean-shif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간 기반 의 초기 클
러스터링 후 GPS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6]에서는 기대값-최대화-알고리즘(EM-Algorithm)을 사용한 가우시언 혼합 모델 추정을 통해 시간
및 장소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

f L ( x; µ , σ ) =

mean : e

µ+

σ

xσ 2π
2

2

e

−

( ln x − µ )2
2σ 2

, x>0

(

2

(2)

)

; variance : eσ − 1 e 2 µ +σ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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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δ 에 대하여 로그-정규 분포로 모델링
하였으며, 최대 우도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4)는 샘플데이터에 대한 추정할 파라미터
의 우도 함수이며, (5)은 로그-우도 함수이다. (6)에서
첫 항은 Θ 에 대하여 상수이므로 정규 분포의 추정과
 는 (7)과 같이 추정된다.
같게 되며, 

⎛1⎞

θˆ = arg max f ( D | θ ) = arg max ∏ ⎜ ⎟ f N ( ln x; µ , σ )
(4)
∀x∈D ⎝ x ⎠
⎛
⎞
⎛1⎞
= arg max ln ⎜ ∏ ⎜ ⎟ f N ( ln x; µ , σ ) ⎟
⎝ ∀x∈D ⎝ x ⎠
⎠

= arg max −

∑ ln x + A ( ln x; µ , σ )
N

∀x∈D

µˆ =

∑ ln x

i

i

n

, σˆ 2 =

∑ ( ln x − µˆ )

그림 2 추정된 로그-정규 확률 밀도 함수

(5)

표 1 신뢰 구간

(6)
2

i

i

n

(7)

그림 1은 추정된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며, 표 1은
신뢰 구간을 나타낸다.

(GPS)는 시간에 비하여 이벤트 구분에 대한 분별력이
낮으며(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실내에서와 같이 손실되는 경
우가 많다. 시각 정보의 경우 이벤트 분별력이 더욱
낮다[3](동일 이벤트에서 여러 다른 장면을 촬영하는
그림 1 δ 에 대한 확률 밀도

경우). 따라서 위치와 시각 정보는 시간만으로 판단하
기 어려운 RMedium에서만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3.2 이벤트 경계 검출 알고리즘

(8)에서의 TN 과 TM 은 순차 분할 방법의 임계 값

본 절에서는 3.1절에서 추정한 확률 밀도 함수를 기반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3.1절의 확률 밀도 함수

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벤트 경계의 자동 검

에 따라, TN 은 신뢰도 95.5%의 상한선인   ×  =

출 방법을 설명한다. 제안한 방법은 먼저 δ의 구간을

42.1810분으로 정하였으며, TM 은 99.7%의 상한선인

(8)과 같이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눈다.

  ×  = 131.1865 분으로 정하였다.

⎧ RNear : 0 ≤ δ < TN
⎪
⎨ RMedium : TN ≤ δ < TM
⎪R : T ≤ δ
⎩ Far M









RMedium에서의 시간 정보의 신뢰성은 TN 과 TM 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치 및 시각 정보의
(8)

비중은 TN 과 TM 에서 최소가 되는 것이 적합하며, 본

촬영된 사진의 δ 가 RNear에 속할 경우 최근 이벤트

논문에서는(9), 그림 3과 같이 가우시안 멤버 함수를

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반대로 RFar에 속할 경

사용하였다. 또한, RMedium에서의 위치 정보는 시각 정

우 새로운 이벤트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보에 대하여 더 강한 분별력을 가지므로, 사진에 위치

수 있다. 문제는 RMedium에서의 판단이다. RMedium 에서

태그가 존재할 경우 위치 정보만 사용하며, 시각 정보

는 분할 여부가 애매하며, 시간 정보의 신뢰도는 상대

는 위치 정보가 없을 경우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Medium

그림 4는 본 절에서 설명한 전체 알고리즘을 나타낸

구간의 경우 시간 외에 위치 정보와 시각 정보를 추

다. 그림 4의 lsim과 vsim은 각각 위치 정보에 대한

가적으로 사용하여, 시간 정보만 사용하여 판단할 경

유사도와 시각 정보에 대한 유사도를 반환하며 3.3절

우의 모호함을 보완하였다. 일반적으로 위치 정보

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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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진 p가 이벤트 e와 semantic 관점에서 얼마
나 유사한가?” 보다는 p와 거의 일치하는 영상이 e에
존재하는지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유사 측정을 위한 시각 특징으로 MPEG-7
Color Structure Descriptor와 Color Layout Descriptor와 같은 전역 특징을 사용하였으며, [12]의 방법을

그림 3 Gaussian MF

사용하여 특징 추출로 인한 지연 시간을 줄였다.

4.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순차 분할 기반의 이벤트 클러
스터링 방법을 ARM9 800MHz 스마트 폰에서 구현
및 실험하였다. 먼저 클러스터링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7]에서 제안한 PEC(Partitioning Error Cost)
를 사용하였다. PEC는 (11)과 같이 각 결과 클러스터
의 에러를 과 분할과 미 분할로 나누어서 측정한 후
모든 클러스터에 대하여 평균값으로 클러스터링 정확
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err  
   
















그림 4 자동 이벤트 경계 검출 알고리즘

if ∃    
elseif ∃   ∪ ∊   
elseif ∃    ∪ ∊   
otherwise

(11)

PEC측정을 위하여 3.1절에서 소개하였던 40개의 검
증용 컬렉션들에 대하여 k-means, SOM(self-organizedmap)과 비교 실험하였으며, GPS의 경우 기증자들의

gause_mf ( x ) = e

−0.5( x − c )

σ2

2

, c=

TM + TN
T − TN
,σ= M
(9)
2
2

폰에 GPS수신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기증자들이 직접
수동 태깅을 하였다. 그림 5는 제안한 방법이 모든 컬
렉션에 대하여 우수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전

3.3 위치 정보와 시각 특징 이용
3.2절에 설명한 위치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새로 촬

체 컬렉션에 대한 PEC, PRI[13], LCE[14]의 평균값을

영된 사진과 최근 이벤트 클러스터간의 효과적인 거

나타낸다. 그림 6과 표 3은 각각 시간 정보와 위치 정

리 계산이 필요하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거리 역시

보 및 시각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측정이며, 시

이벤트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른 스케일을 갖는다.

간 정보에 위치 정보가 추가될 때 향상치가 매우 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큰 이벤트의 경우는 정

것을 나타낸다. 표 4는 40개의 컬렉션에 대하여 클러스

적인 이벤트에 비하여 거리 허용치를 증가시키는 것

터링 연산을 batch로 수행하였을 때의 걸린 시간의 측

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촬영된 사진과 최근 이벤

정 결과이며,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비교사-클러스터

트 클러스터간의 거리를 (10)과 같이 계산함으로써 이

링 방식에 비하여 연산 비용이 매우 적은 것을 나타낸다.

벤트의 거리 상대적인 거리 스케일을 고려하였다. 시
각 정보의 경우, 일반 적인 semantic기반의 유사도 측
정은, 정확도가 연산 량에 크게 영향 받으며, 이벤트
클러스터와 시각 정보는 상관관계가 약하므로 본 논
문의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

lsim ( p, e ) = θ ×

σ e − σ e
,
σe

where e = e ∪ p,

σ e is s.d. of ∀d ( pie , p ej )
d ( pi , p j ) is L2 − distance between L ( pi ) and L ( p j )

(10)
그림 5 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PEC 비교

휴대폰 상에서 개인용 사진 컬렉션에 대한 자동 이벤트 군집화 방법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 휴대폰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샘
플 데이터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매우 적은

[3]

연산 량을 필요로 하며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법 보다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자동 이벤트 경계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ARM9 800MHz 스마트 폰

[4]

에서 사진 한 장당 평균 약 0.2초의 속도로 자동 이벤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단, 사용된 샘플데이터의 규
모는 실제 사용자 기증을 통한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

[5]

서 다양한 계층 및 성향의 사용자에 대한 조사는 본 논
문의 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를 향후
연구로 수행할 계획이다.

[6]

표 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정확도 실험 결과
our Method

K-means

SOM

0.0199

0.17285

0.16875

PRI[15]

0.0391

0.28130

0.19495

LCE[16]

0.00041

0.01756

0.01740

PEC

[7]

[8]

[9]

그림 6 시간, GPS, 시각 정보의 효과 비교
[10]

표 3 시간, GPS, 시각 정보 사용의 비교 실험 결과
PEC

time+GPS+visual

time+GPS

time

0.0198

0.0255

0.0476

[11]

표 4 ARM9 800MHz에서의 40컬렉션에 대한 수행 시간
(시각 특징 데이터 추출 시간 포함)

[12]

our Method

K-means

SOM

total delay (sec)

3,028

23,305

21,884

Avg. delay/image (sec)

0.196

1.898

1.8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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