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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및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법은 사진을 촬영한 카메

라의 카메라정보와, 사진 촬영 정보와, 색상, 질감, 모양 특징값, 음성특징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내용기반특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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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적어도 하나를 추출하여 사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사용자선호도와, 그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사진의미정보와,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

에 의해 생성되는 사진구문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소정의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단계; 사진정보와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 사진그룹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사진정보와 상기 사진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앨범

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진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파일 정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

용자의 선호도 및 사진의 내용에서 색상, 질감, 모양 등의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여 대용량의 사진을 효과

적으로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사진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앨범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카메라정보와, 사진 촬영 정보와, 색상, 질감, 모양 특징값, 음성특징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도 하나를 추출하여 사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사용자선호도와,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사진의미정보

와,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생성되는 사진구문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는 소정의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사진정보와 상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 사진그룹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사진정보와 상기 사진그룹 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앨범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

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2.

(a)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카메라정보와, 사진 촬영정보 및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사진을 서술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b)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사용자선호도와,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사진의미

정보와,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생성되는 사진구문정보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여 사진 카테고리화를 지원하는 앨범 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 입력사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 단계;

(d) 상기 카테고리화된 결과를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단계; 및

(e)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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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일로부터 상기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카메라정보 및 사진촬영에 관한 촬영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사진의 픽셀정보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및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고,

상기 내용기반특징값은

색상, 질감, 모양특징값을 포함하는 비쥬얼기술자; 및

음성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오기술자를 포함하고,

상기 사진 서술정보는

사진 식별자, 사진촬영한 작가정보, 사진파일정보, 상기 카메라정보, 상기 촬영정보 및, 상기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도 상

기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파일정보는

파일이름, 파일포맷, 파일크기, 파일생성날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카메라정보는

사진 파일이 Exif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IsExifInformation) 및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 모델을 표현

하는 정보(Camera model)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촬영정보는

사진을 촬영한 당시의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Taken date/time), 사진을 촬영한 위치를 나타내는 GPS 정보

(GPS Infomation), 사진의 넓이정보(Image Width), 사진의 높이정보(Image Height),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플래쉬를 사

용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Flash on/off), 사진의 밝기 정보(Brightness), 사진의 명암정보(Contrast) 및 사진의 날

카로움 정보(Sharpness)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앨범 툴 서술정보는

카테고리화할 의미정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리스트; 및

사진 클러스터링을 돕기 위한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는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의미상 힌트;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생성되는 구문상 힌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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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선호성 힌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는

산, 물가, 사람, 실내, 건물, 동물, 식물, 교통수단 및 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

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의미상 힌트는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정보를 명사, 형용사 및 부사를 사용하여 표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구문상 힌트는

촬영 당시의 카메라 정보를 나타내는 카메라 힌트;

사진의 개체들이 이루고 있는 구도에 대한 정보(Photographic composition), 사진에서의 관심영역의 개수 및 각 영역들의

위치정보(Region of interest), 사진의 해상상도에 대한 상대적 압축률(relative compression ratio)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는 이미지 힌트; 및

오디오 클립에서 추출한 음성 정보를 서술한 키워드(Speech info)를 구비하는 오디오 힌트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힌트는

사진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Exif 정보에 기반하며,

촬영시간(Taken time), 플래쉬 사용여부(Flash info), 카메라 줌의 여부와 줌 거리(Zoom info), 카메라 포커스 거리(Focal

length), 포커스 된 지역(Focused region), 노출시간(Exposure time), 카메라에 기본으로 설정된 명암정보(Contrast), 카

메라에 설정된 밝기 정보(Brightness), GPS 정보(GPS info), 텍스트 주석정보(Annotation), 카메라 각도 정보(Angl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선호성 힌트는

카테고리 리스트 내의 카테고리들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기술하는 카테고리 선호성정보(Category preference)를 구비

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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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의 사진 카테고리화는

(c1) 상기 추출된 내용기반 특징값에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적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하는 단계;

(c2) 상기 새로운 특징값과 소정의 카테고리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징값들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하는 단계; 및

(c3) 상기 유사도 거리값이 소정의 임계값 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최종 카테고리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의 값은

[수학식 7]

(여기서, 상기 V semantic(i)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semantic 힌트를 나타내고, 상기 V syntactic(i)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syntactic 힌트를 나타내고, 상기 V user는 사용자의 카테고리 선호도 힌트를 나타낸다.)

의미상 힌트, 구문상 힌트 및 사용자 선호성 힌트 값을 추출하여 상기 수학식 7과 같이 표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

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선호성 힌트 값 추출은

[수학식 2]

(여기서, 는 (c)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정도를 나태는 값이며, 는 0.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다.)

사용자의 기억에 따라 입력된 질의 사진 데이터 집합들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각 카테고리의 중요도를 입력받고

사용자의 카테고리 선호도 힌트를 수학식 2에 의해 표현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수학식 2에 의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수학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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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c는 (c)번째 카테고리를 나타내며, 가 0.0 이면 그 카테고리는 선택되지 않고, 가 0.0 에 가까우면 그 카테

고리가 선택되더라도 사용자의 선호도가 낮은 카테고리를 나타내며, 가 1.0에 가까울 수록 선택된 카테고리는 사용자

의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수학식 3과 같이 표현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구문상 힌트 값 추출은

[수학식 4]

(여기서, V camera 는 카메라 정보 및 촬영정보를 포함하는 구문상 힌트들의 집하이고, V image는 사진 데이터 자체로부터

추출한 구문상 힌트들의 집합이고, V audio는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클립으로부터 추출한 구문상 힌트들의 집합이다.)

카메라에 저장된 Exif 정보, 이미지 구조 정보, 오디오 클립정보를 이용하여 구문상 힌트 값을 추출하고, (i)번째 사진으로

부터 추출된 구문상 힌트를 수학식 4와 같이 표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의미상 힌트 값 추출은

[수학식 6]

(여기서, V m은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추출된 (m)번째 의미상 힌트 값이고, 는 (m)번째 명사 힌트 값을,

는 (m)번째 부사 힌트값을, 는 (m)번째 형용사 힌트값을 나타내고, 은 (m)번째 의미상 힌트 값의 중요

도를 나태는 값으로 0.0에서 1.0가지의 값을 갖는다. )

사진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상 힌트 값을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추출하고, 수학식6과 같이 표현함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내용기반 특징값은

[수학식 5]

(여기서, F k(i,j)는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k)번째 특징값 벡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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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카테고리 힌트 정보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지역화하고, 각 영역으로부터 다중의 내용 기반 특징값을 추출하여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의 다중의 내용 기반 특징값들을 수학식 5에 의해 표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

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c1)단계의 새로운 특징값은

[수학식 8]

(여기서, 함수 는 (i)번째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V hint(i)와 (i)번째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 값 F

content(i)를 함께 이용하여 특징값을 생성하는 함수이다.)

상기 수학식 8에 의해 표현되고,

상기 (c2)단계의 유사도 거리값은

[수학식 10]

(여기서, Dc(i)는 (c)번째 카테고리와 (i)번째 사진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나타낸다.)

수학식 10에 의해 표현되고,

상기 (c3)단계의 조건은

[수학식 12]

(여기서, {S1, S2, S3, ..., Sc}는 카테고리 집합이고, th D는 카테고리를 결정하기 위한 유사도 거리값의 임계값이고, S

target(i)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카테고리 집합으로 (i)번째 사진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수학식 12에 의해 표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는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카테고리 식별자; 및

상기 사진식별자들에 의해 정해지는 복수의 사진으로 이루어지는 사진시리즈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

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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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카메라정보와, 사진 촬영정보 및 내용기반특징값을 이용하여 사진을 서술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

성하는 사진서술정보생성부;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사용자선호도와,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사진의미정보

와,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생성되는 사진구문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여 사진 카테고리화를 지원하는 앨범 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앨범툴서술정보생성부;

적어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사진 카테고리화를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는 앨범

툴;

상기 앨범 툴의 출력을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사진그룹정보생성부; 및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사진앨범정보생성부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서술정보는

사진 식별자, 사진촬영한 작가정보, 사진파일정보,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및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도 상기 사진식별자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내용기반 특징값은

사진의 픽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되며, 색상, 질감, 모양특징값을 포함하는 비쥬얼기술자 및 음성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

오기술자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 생성부는

카테고리화할 의미정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리스트를 생성하는 카테코리 리스트 생성부; 및

사진 클러스터링을 돕기 위한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생성하는 클러스터링 힌트 생성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하고,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생성부는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의미상 힌트를 생성하는 의미상힌트 생성부;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구문상 힌트를 생성하는 구문상 힌트 생성부; 및

사용자의 선호성 힌트를 생성하는 선호성 힌트 생성부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

스터링 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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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 생성부의 카테고리 리스트는

산, 물가, 사람, 실내, 건물, 동물, 식물, 교통수단 및 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

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의미상 힌트 생성부의 의미상 힌트는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정보를 명사, 형용사 및 부사를 사용하여 표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구문상 힌트 생성부의 구문상 힌트는

촬영 당시의 카메라 정보를 나타내는 카메라 힌트;

사진의 개체들이 이루고 있는 구도에 대한 정보(Photographic composition), 사진에서의 관심영역의 개수 및 각 영역들의

위치정보(Region of interest), 사진의 해상상도에 대한 상대적 압축률(relative compression ratio)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는 이미지 힌트; 및

오디오 클립에서 추출한 음성 정보를 서술한 키워드(Speech info)를 구비하는 오디오 힌트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앨범 툴은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카테고리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카테고리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카테고리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은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내용기반 특징값과 상기 앨범툴 서술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하는 특징값생성부;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진들의 특징값들을 사전에 추출하여 저장하고 있는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상기 새로운 특징값과 상기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징값들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하는 유사도측정부; 및

상기 유사도 거리값이 소정의 임계값 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최종 카테고리로 결정하는 카테

고리 결정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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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그룹정보 생성부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는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카테고리 식별자; 및

상기 사진식별자들에 의해 정해지는 복수의 사진으로 이루어지는 사진시리즈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사진 앨범

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발명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사진 앨범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털 사진 앨범을 위한 디지털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

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을 보는데 있어 아날로그 카메라와 달리 필름과 이에 따른 인화과정이 필요 없으며, 디지털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컨텐츠를 저장하고 지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기기의 성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크기도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은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영상이 아날로그 카메라 영상과 근사한 화질을 보이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가 아날로그 컨텐츠에 비해 보관

및 전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컨텐츠 공유가 자유롭다는 점이 디지털 카메라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 증가는 기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최근 메모리 기술의 발전으로 고집적/초소형 메모리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화질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한 개의 메모리 장치에 많게는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와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디지털

사진 앨범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디지털 사진 앨범은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나

메모리 카드 등으로부터 사용자의 로컬 저장 장치로 옮겨오고, 사진 등을 컴퓨터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사진 앨범을 이용하여 여러 사진들을 시간순 혹은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사진 카테고리로 인덱싱(indexing)하여 이에 맞도

록 브라우징하거나 다른 사용자들과 사진을 공유한다.

David Frohlich는 Requirement for photoware (ACM CSCW, 2002)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진 앨범의 기능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사진 앨범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였으나, 많

은 사진을 일일이 그룹핑하거나 라벨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불편해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하

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는 카테고리는 사용자가 일일이 주석을 다는데 매우 비효율적이고 또한 사진이 방대한 양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초기의 관련 연구 및 시스템들은 사진이 찍힌 시간정보만을 사용하여 사진을 그룹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써 Adrian Graham의 Time as essence for photo browsing through personal digital libraries (ACM JCDL,

2002)가 있다. 상기 연구에서와 같이 단지 사진이 찍힌 시간정보 만을 이용하여 비교적 효과적인 사진 그룹핑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었거나 추후에 사진 편집을 통하여 시간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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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보만을 사용한 사진 그룹핑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진의 내용 기반 특징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지금까지 사진의 시간 정보와 내용 기반 특징값을 함께 이용한 연구들이 몇몇 있었다. 대표적으로 Alexander C. Loui

의 Automated event clustering and quality screening of consumer pictures for digital albuming (IEEE Trans. on

Multimedia, vol.5, no.3, pp.390-401, 2003)은 사진의 시간 정보와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열을 이벤트 기반으로 클

러스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 기반 특징값으로 사진의 색상 히스토그램 정보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밝기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질감이나 모양의 변화를 감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의 디지털 사진 파일은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형식을 따르고 있다. Exif 헤더는

사진을 찍을 당시의 시간 정보 등의 촬영 정보 및 카메라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ISO/IEC/JTC1/SC29/WG11은

MPEG-7이라는 이름으로 내용 기반 검색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서술자, 서술자 및 서술 구조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

한 서술 구조로 표준화하고 있다. 색상, 질감, 형태, 움직임 등의 내용 기반 특징값을 추출하는 방법을 서술자로 제안하고

있다. 서술 구조는 컨텐츠를 모델링하기 위해 둘 이상의 서술자와 서술 구조 간의 관계를 정의하며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

될 것인지를 정의한다.

따라서, 사진의 다양한 메타 데이터 정보와 사진의 내용 기반 특징값을 함께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진 그룹핑 및 검

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 즉 사진 획득 당시 정보, 사진 구문정보(syntactic), 사진 의미

정보(semantic) 및 사용자 선호도를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와 이를 적용한 사진 카테고리화를 제공하는 사

진 앨범화 방법 및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사진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파일 정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선호도 및 사진의 내용에서 색상, 질감, 모양 등의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여

대용량의 사진을 효과적으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및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은, 사진을 촬영한 카

메라의 카메라정보와, 사진 촬영 정보와, 색상, 질감, 모양 특징값, 음성특징값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도 하나를 추출하여 사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사용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사용자선호도와, 상기 사진

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사진의미정보와,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

나에 의해 생성되는 사진구문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소정의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사진정보와 상기 파

라미터를 이용하여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 사진그룹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사진정보와 상기 사진그룹 정보를 이

용하여 사진앨범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은, (a) 사진을

서술하며 적어도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b) 사진 카테고리화를 지원하며 적어도 사진 카

테고리화를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 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 입력사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

기 앨범 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 단계; (d) 상기 카테고리화된 결과를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단계; 및 (e)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단계는 사진 파일로부터 상기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카메라정보 및 사진촬영에 관한 촬영 정보를 추출하는 단

계; 사진의 픽셀정보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및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내용기반특징값은 색상, 질감,

모양특징값을 포함하는 비쥬얼기술자; 및 음성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오기술자를 포함하고, 상기 사진 서술정보는 사진

식별자, 사진촬영한 작가정보, 사진파일정보, 상기 카메라정보, 상기 촬영정보 및, 상기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도 상기 사

진식별자를 포함한다.

상기 사진파일정보는 파일이름, 파일포맷, 파일크기, 파일생성날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카메라정보는 사진

파일이 Exif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IsExifInformation) 및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 모델을 표현하는

정보(Camera model)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촬영정보는 사진을 촬영한 당시의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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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aken date/time), 사진을 촬영한 위치를 나타내는 GPS 정보(GPS Infomation), 사진의 넓이정보(Image Width), 사

진의 높이정보(Image Height),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플래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Flash on/off), 사진의

밝기 정보(Brightness), 사진의 명암정보(Contrast) 및 사진의 날카로움 정보(Sharpness)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이 바

람직하다.

상기 (b)단계의 앨범 툴 서술정보는 카테고리화할 의미정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리스트; 및 사진 클러스터링을 돕기 위한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는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의미상 힌트;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생성

되는 구문상 힌트; 및 사용자 선호성 힌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는 산, 물가, 사람, 실내, 건물, 동물, 식물, 교통수단 및 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의미상 힌트는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정보를 명사, 형용사 및 부사를 사용하여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문상 힌트는 촬영 당시의 카메라 정보를 나타내는 카메라 힌트; 사진의 개체들이 이루고 있는 구도에 대한 정보

(Photographic composition), 사진에서의 관심영역의 개수 및 각 영역들의 위치정보(Region of interest), 사진의 해상상

도에 대한 상대적 압축률(relative compression rati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미지 힌트; 및 오디오 클립에서 추출

한 음성 정보를 서술한 키워드(Speech info)를 구비하는 오디오 힌트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메라 힌트는 사진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Exif 정보에 기반하며, 촬영시간(Taken time), 플래쉬 사용여부(Flash

info), 카메라 줌의 여부와 줌 거리(Zoom info), 카메라 포커스 거리(Focal length), 포커스 된 지역(Focused region), 노

출시간(Exposure time), 카메라에 기본으로 설정된 명암정보(Contrast), 카메라에 설정된 밝기 정보(Brightness), GPS

정보(GPS info), 텍스트 주석정보(Annotation), 카메라 각도 정보(Angl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

용자 선호성 힌트는 카테고리 리스트 내의 카테고리들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기술하는 카테고리 선호성정보(Category

preference)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단계의 사진 카테고리화는 (c1) 상기 추출된 내용기반 특징값에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적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하는 단계; (c2) 상기 새로운 특징값과 소정의 카테고리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징값들 간의 유

사도 거리값을 측정하는 단계; 및 (c3) 상기 유사도 거리값이 소정의 임계값 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이상의 카테

고리를 최종 카테고리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의 값은 의미상 힌트, 구문상 힌트 및 사용자 선호성 힌트 값을 추출하여 수학식 7과

같이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7]

(여기서, 상기 V semantic(i)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semantic 힌트를 나타내고, 상기 V syntactic(i)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syntactic 힌트를 나타내고, 상기 V user는 사용자의 카테고리 선호도 힌트를 나타낸다.)

상기 사용자 선호성 힌트 값 추출은 사용자의 기억에 따라 입력된 질의 사진 데이터 집합들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각 카테고리의 중요도를 입력받고 사용자의 카테고리 선호도 힌트를 수학식 2에 의해 표현됨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2]

(여기서, 는 (c)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정도를 나태는 값이며, 는 0.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다.)

상기 수학식 2에 의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수학식 3과 같이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수학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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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c는 (c)번째 카테고리를 나타내며, 가 0.0 이면 그 카테고리는 선택되지 않고, 가 0.0 에 가까우면 그 카테

고리가 선택되더라도 사용자의 선호도가 낮은 카테고리를 나타내며, 가 1.0에 가까울 수록 선택된 카테고리는 사용자

의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상기 구문상 힌트 값 추출은 카메라에 저장된 Exif 정보, 이미지 구조 정보, 오디오 클립정보를 이용하여 구문상 힌트 값을

추출하고, (i)번째 사진으로부터 추출된 구문상 힌트를 수학식 4와 같이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4]

(여기서, V camera 는 카메라 정보 및 촬영정보를 포함하는 구문상 힌트들의 집하이고, V image는 사진 데이터 자체로부터

추출한 구문상 힌트들의 집합이고, V audio는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클립으로부터 추출한 구문상 힌트들의 집합이다.)

상기 의미상 힌트 값 추출은 사진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상 힌트 값을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추출하고, 수

학식6과 같이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6]

(여기서, Vm은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추출된 (m)번째 의미상 힌트 값이고, 는 (m)번째 명사 힌트 값을,

는 (m)번째 부사 힌트값을, 는 (m)번째 형용사 힌트값을 나타내고, 은 (m)번째 의미상 힌트 값의 중요

도를 나태는 값으로 0.0에서 1.0가지의 값을 갖는다. )

상기 내용기반 특징값은 상기 추출된 카테고리 힌트 정보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지역화하고, 각 영역으로부터 다중의 내용

기반 특징값을 추출하여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의 다중의 내용 기반 특징값들을 수학식 5에 의해 표현함이 바람

직하다.

[수학식 5]

(여기서, F k(i,j)는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k)번째 특징값 벡터를 나타낸다.)

상기 (c1)단계의 새로운 특징값은 상기 수학식 8에 의해 표현되고, 상기 (c2)단계의 유사도 거리값은 수학식 10에 의해 표

현되고, 상기 (c3)단계의 조건은 수학식 12에 의해 표현됨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8]

(여기서, 함수 는 (i)번째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Vhint(i)와 (i)번째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 값 F

content(i)를 함께 이용하여 특징값을 생성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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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0]

(여기서, Dc(i)는 (c)번째 카테고리와 (i)번째 사진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나타낸다.)

[수학식 12]

(여기서, {S1, S2, S3, ..., Sc}는 카테고리 집합이고, th D는 카테고리를 결정하기 위한 유사도 거리값의 임계값이고, S

target(i)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카테고리 집합으로 (i)번째 사진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상기 (d)단계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는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카테고리 식별자; 및 상기 사진식별자들

에 의해 정해지는 복수의 사진으로 이루어지는 사진시리즈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는, 사진을 서술하며

적어도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사진서술정보생성부; 사진 카테고리화를 지원하며 적어도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 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앨범툴서술정보생성부; 적어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사진 카테고리화를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는 앨범 툴; 상기 앨범 툴

의 출력을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사진그룹정보생성부; 및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

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사진앨범정보생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사진서술정보는 사진 식별자, 사진촬영한 작가정보, 사진파일정보,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및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

도 상기 사진식별자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내용기반 특징값은 사진의 픽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되며, 색상, 질

감, 모양특징값을 포함하는 비쥬얼기술자 및 음성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오기술자를 포함한다.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 생성부는 카테고리화할 의미정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리스트를 생성하는 카테코리 리스트 생성

부; 및 사진 클러스터링을 돕기 위한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생성하는 클러스터링 힌트 생성부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고,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생성부는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의미상 힌트를 생성

하는 의미상힌트 생성부;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구문상 힌트를 생성하

는 구문상 힌트 생성부; 및 사용자의 선호성 힌트를 생성하는 선호성 힌트 생성부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상기 의미상 힌트 생성부의 의미상 힌트는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정보를 명사, 형용사 및 부사를 사용하여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문상 힌트 생성부의 구문상 힌트는 촬영 당시의 카메라 정보를 나타내는 카메라 힌트; 사진의 개체들

이 이루고 있는 구도에 대한 정보(Photographic composition), 사진에서의 관심영역의 개수 및 각 영역들의 위치정보

(Region of interest), 사진의 해상상도에 대한 상대적 압축률(relative compression rati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

미지 힌트; 및 오디오 클립에서 추출한 음성 정보를 서술한 키워드(Speech info)를 구비하는 오디오 힌트 중 적어도 하나

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앨범 툴은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카테고리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카테고리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을 구비함

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테고리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은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내용기반 특징값과 상기

앨범툴 서술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하는 특징값생

성부;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진들의 특징값들을 사전에 추출하여 저장하고 있는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상기 새로운 특징값

과 상기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징값들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하는 유사도측정부; 및 상기 유사도 거리값이 소정

의 임계값 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최종 카테고리로 결정하는 카테고리 결정부를 포함함이 바

람직하다. 상기 사진그룹정보 생성부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는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생성하는 카테고리 식별

자; 및 상기 사진식별자들에 의해 정해지는 복수의 사진으로 이루어지는 사진시리즈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기재된 발명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등록특허 10-0738069

- 14 -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시스템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사진서술정보 생성부(110), 앨범툴서술정보 생성부(120), 앨범툴(130), 사진그룹정보 생성부(140) 및 사진앨범

정보 생성부(1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시스템은 사진입력부(100)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진입력부(100)는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장치나 휴대용 메모리 장치로부터 사진 열을 입력받는다.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110)는 사진을 서술(description)하며 적어도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photo

description)정보를 생성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110)는 입력된 각각의 사진들

로부터 사진 파일 내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해당 정보가 사진 파일 내에 존재한다면

정보를 추출하여 사진 서술 구조에 따라 표현된다. 동시에, 사진의 픽셀 정보로부터 내용 기반 특징값을 추출하고 사진 서

술 구조에 따라 서술한다. 사진 서술 정보는 사진을 그룹핑하기 위한 사진 앨범 툴(130)로 입력된다.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 생성부(120)는 상기 생성된 다양한 사진 서술 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그룹핑하기 위해, 사진 카테고리화를 지원하며 적어도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 툴 서술

정보를 생성한다.

도 2는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 생성부(120)의 보다 세부적인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 생

성부(120)는 카테고리 리스트 생성부(200) 및 클러스터링 힌트 생성부(250)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한다.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 생성부(200)는 카테고리화할 의미정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리스트를 생성한다. 상기 클러스터링

힌트 생성부(250)는 사진 클러스터링을 돕기 위한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생성하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문상 힌트 생성부(300), 의미상 힌트 생성부(320) 및 선호성 힌트 생성부(340)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구문상 힌트 생성부(300)는 상기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구문상 힌트를

생성한다. 상기 의미상 힌트 생성부(320)는 상기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의미상 힌트를 생성한다. 상기 선호

성 힌트 생성부(340)는 사용자의 선호성 힌트를 생성한다.

상기 앨범툴(Albuming tool, 130)은 적어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사진 카테고리화를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며, 카테고리기반 클러스터링 툴(135)을 구비한다.

상기 카테고리기반 클러스터링 툴(135)은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카테고리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며, 도 4에 도시한 바

와 같이 특징값 생성부(400), 특징값 데이터베이스(420), 유사도 측정부(440) 및 카테고리 결정부(460)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상기 특징값 생성부(400)는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110)에서 생성된 내용기반 특징값과 상기 앨범툴 서술정보 생성부

(120)에서 생성된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한다. 상기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420)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진들의 특징값들을 사전에 추출하여 저장하고 있다. 상기 유사도측정부(420)는 상기 특징값

생성부(400)에서 생성된 새로운 특징값과 카테고리 특징값 데이터베이스(440) 내의 특징값들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

한다. 상기 카테고리 결정부(460)는 상기 유사도 거리값이 소정의 임계값 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이상의 카테고

리를 최종 카테고리로 결정한다.

상기 사진그룹정보 생성부(140)는 상기 앨범 툴의 출력을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한다.

상기 사진앨범정보 생성부(150)는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

성한다.

도 5는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110)에서 생성되는 사진서술 정보의 구조도를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사진서술 정보는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장치나 휴대용 메모리 장치로부터 입력된 사진들로부터 파일 내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

영 정보와 사진의 내용으로부터 추출된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를 표현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사진정보 서술

정보(50)는 각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 식별자('Photo ID', 500)와, 사진을 촬영한 작가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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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과, 사진 파일에 저장된 파일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File information', 540)과,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Camera information', 560)과, 내용 기반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Content-based

information', 580)을 포함한다.

또한, 사진 파일에 저장된 파일 정보(540)를 표현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사진 파일의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File

name', 542)과, 사진 파일의 형식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File format', 544)과, 사진 파일의 용량를 바이트 단위로 표현하

기 위한 항목('File size', 546)과, 사진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File creation date/time',

548)을 포함한다.

또한,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및 촬영 정보(560)를 표현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사진 파일이 Exif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IsExifInformation', 562)과,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

('Camera model', 564)과, 사진을 촬영한 당시의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Taken date/time', 566)과, 사진을

촬영한 위치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해 획득된 정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항목('GPS information,

568)과, 사진의 넓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Image width', 570)과, 사진의 높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Image

height, 572)과,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플래쉬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Flash on/off', 574)과, 사진의

밝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Brightness', 576)과, 사진의 명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Contrast', 578)과, 사진

의 날카로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Sharpness', 579)을 포함한다.

또한, 사진으로부터 추출된 내용 기반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580)는 MPEG-7의 Visual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

출된 색상, 질감, 그리고 모양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Visual descriptor', 582)과 MPEG-7의 Audio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한 음성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Audio descriptor', 584)을 포함한다.

도 6은 도 5에서 서술한 사진서술 정보(50)를 이용하여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사진 카테고리화

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효과적인 사진 카

테고리화를 위한 파라미터(60)로, 클러스터링할 카테고리 리스트를 서술하기 위한 항목('Category list', 600)과, 보다 높

은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Category-based clustering

hints', 650)을 포함한다.

클러스터링할 카테고리 리스트를 서술하기 위한 항목('Category list', 600)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반의 카테고리

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리스트는 '산', '물가', '사람', '실내', '건물', '동물', '식물', '교통수단', '물체' 등과 같이

구성될 수 있으나,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카테고리 리스트에 정의된 카테고리들은 매우 상위 레벨의 의미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사진에서 추출한 색

상, 모양, 질감 등의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는 상대적으로 하위 레벨의 의미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는 보다 높은 카

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정의한다.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Category-based clustering hints', 650)은 크게 사진의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로부

터 추출할 수 있는 의미 기반의 힌트를 서술하기 위한 항목('Semantic hints', 652)과, 사진 내용물 중 객체의 구성 정보 및

사진의 카메라 정보/촬영 정보로부터 추출되거나 또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추출될 수 있는 힌트들을 서술하기 위

한 항목('Syntactic hints', 654)과,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개인적 선호도를 서술하기 위한 힌트 항목

('User preference hints', 656)을 포함한다.

도 7은 도 6에서 서술한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해 필요한 힌트 정보들 가운데 Semantic 힌트 정보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진의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들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의미 기반의 힌트들을 서술하기 위한 항목

('Semantic hints', 652)은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 정보를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사용하여 다중으로 표

현함으로써, 상위 개념의 카테고리 의미를 추출하는데 이용한다.

그리고 상기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semantic 정보를 명사 형태로 나타내는 힌트 항목('Noun hint', 760)과, 명사 힌트 항목

을 수식하는 형용사 힌트 항목('Adjective hint', 740)과, 형용사 힌트 항목의 정도를 수식하는 부사 힌트 항목('Adjective

hint', 720)을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738069

- 16 -



명사 힌트 항목('Noun hint', 760)은 사진의 내용 기반 특징값으로부터 유도한 중간 레벨의 의미 정보로 카테고리의 상위

레벨 의미 정보보다 낮은 레벨의 의미 정보이다. 따라서, 하나의 카테고리는 다양한 명사 힌트 항목들에 의해 다시 표현될

수 있다. 명사 힌트의 의미 정보가 카테고리 의미 정보보다 낮은 레벨의 의미 정보이기 때문에 내용 기반 특징값들로부터

유추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명사 힌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Face, skin, hair, body, crowd

Grass, flower, branch, leaf, tree, wood

Sky, cloud, fog, sun, moon, comet, star, group of star

River, pond, pool, sea, mountain, the bottom of the water

Clay, soil, sand, pebble, stone, brick, rock

Skyscraper, street, road, railroad, pavement, bridge, stairs, billboard

Fire, lamplight, sunlight, flashlight, candle-light, headlight, spotlight

Fabric (textile, weave), iron, plastic, wooden, paper, rubber, vinyl

Door, window, wall, floor, chair, sofa, veranda

Land animal, winged animal

Motorcycle, automobile, bicycle, train, subway

Plane, helicopter, glider

Ship, boat, vessel

Leather, feather, fur, wool, bone

Pattern: check, twill, plain

그러나, 명사 힌트 항목이 상기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영어, 한글 뿐 아니라 사용 언어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형용사 힌트 항목('Adjective hint', 740)은 사진의 내용 기반 특징값으로부터 유도한 명사 힌트 항목을 수식하는 의미 정

보이다. 형용사 힌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Reddish, greenish, bluish

Bright, glary, dark

Small, big (large)

Short, tall

Old (ancient), new (modern)

Low, high

Deep, sh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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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narrow

Thin, thick

Fine, coarse

Smooth, rough

Transparent (colorless), opaque

2D shape: flat (horizontal), peak (vertical), angular, round

3D shape: cubic, spherical, hexahedral, polygonal

Hot, warm, moderate, cold

Plain (simple), complex ~ in gray scale

Monotone, colorful

Moving, still

Dense (coherent), sparse

Sunny, rainy, gloomy, snowy, foggy, icy

그러나, 형용사 힌트 항목이 상기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영어, 한글 뿐 아니라 사용 언어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부사 힌트 항목('Adverb hint', 720)은 형용사 힌트 항목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 정보이다. 부사 힌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Little/few, a little/few (slightly, small)

Normally (ordinarily)

Strongly (greatly, so much/many, pretty)

Percentage: 0 ~ 100 %

그러나, 부사 힌트 항목이 상기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영어, 한글 뿐 아니라 사용 언어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도 8은 도 6에서 서술한 효과적인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해 필요한 힌트 정보들 가운데 Syntactic 힌트 정보를 도시한 블록

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진 내용물 중 객체의 구성 정보 및 사진의 카메라 정보/촬영 정보로부터 추출되거나

또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추출될 수 있는 힌트 항목('Syntactic hints', 654)은 촬영 당시의 카메라 정보 힌트 항

목('Camera hints', 82)과, 사진 내용물 중 객체 구성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syntactic 요소에 대한 힌트 항목('Image

hints', 86)과, 사진을 촬영할 당시 함께 저장된 오디오 클립에 대한 힌트 항목('Audio hints', 88)을 포함한다.

촬영 당시의 카메라 정보 힌트 항목('Camera hints', 82)은 사진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Exif 정보에 기반하며, 촬영 시간

('Taken time', 822), 플래쉬의 사용 여부('Flash info', 824), 카메라 줌의 여부 및 줌 거리('Zoom info', 826), 카메라 포커

스 거리('Focal length', 828), 포커스 된 지역('Focused region', 830), 노출 시간('Exposure time', 832), 카메라에 기본

으로 설정된 명암 정보('Contrast', 834), 카메라에 기본으로 설정된 밝기 정보('Brightness', 836'), GPS 정보('GPS info',

838), 텍스트 주석 정보('Annotation', 840), 카메라 각도 정보('Angle', 842')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촬영 당시의 카메라 정

보 힌트 항목은 Exif 정보에 기반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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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syntactic 요소에 대한 힌트 항목('Image hints', 86)은, 사진의 객체들이 이루고 있는 구도에 대한

정보('Photographic composition', 862), 사진에서의 주된 관심 영역의 개수 및 각 영역들의 위치 정보('Region of

interest', 864), 사진의 resolution에 대한 상대적 압축률('Relative compression ratio', 866)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

나, 사진이 포함하고 있는 syntactic 요소에 대한 힌트 항목이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저장된 오디오 클립에 대한 힌트 항목('Audio hints', 88)은 오디오 클립에서 추출한 음성 정보를 키워드로 서술한 항목

('Speech info', 882)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9는 도 6에서 서술한 효과적인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해 필요한 힌트 정보들 가운데 사용자 선호도 힌트 정보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9에서, 사진을 카테고리화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개인적 선호도를 서술하기 위한 힌트 항목('User preference hints',

656)은 카테고리 리스트 내의 카테고리들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술하는 힌트 항목('Category preference', 920)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사진을 카테고리화할 사진들의 카테고리를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용자의 기억에 기반하여 사진들이 주로 속하는 카테고리들에 가중치를 높게 두거나, 사진들이 주로 속하지 않은 카테고

리에 낮게 둘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적 선호도를 서술하기 위한 힌트 항목이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10은 사진을 클러스터링한 후의 사진 그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1000)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사진 그룹은

카테고리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에 의한 사진 그룹(1100)을 포함하며, 각 카테고리는 그룹은 하위 그룹('Photo series',

1300)을 포함한다. 각 사진 그룹은 여러 개의 사진을 사진 식별자로 포함할 수 있다('Photo ID', 1310). 각 카테고리는 카

테고리 식별자('Category ID', 1200)을 가지며 카테고리 리스트로부터 참조된다.

사진 파일 내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정보와 사진의 내용으로부터 추출된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XML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정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complexType name="Photo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SType">

<sequence>

<element name="Author" type="mpeg7:TextualType"/>

<element name="FileInfomation">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Type">

<sequence>

<element name="FileName" type="mpeg7:TextualType"/>

<element name="FileFormat" type="mpeg7:TextualType"/>

<element name="FileSize" type="nonNegativeInteger"/>

<element name="CreationDateTime" type="mpeg7:timePoi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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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CameraInfomation">

<complexType>

<choice>

<element name="IsEXIFInfomation" type="boolean"/>

<sequence>

<element name="CameraModel" type="mpeg7:TextualType"/>

<element name="ImageWidth" type="nonNegativeInteger"/>

<element name="ImageHeight" type="nonNegativeInteger"/>

<element name="TakenDateTime" type="mpeg7:timePointType"/>

<element name="BrightnessValue" type="integer"/>

<element name="GPSInfomation" type="nonNegativeInteger"/>

<element name="Saturation" type="integer"/>

<element name="Sharpness" type="integer"/>

<element name="Contrast" type="integer"/>

<element name="Flash" type="boolean"/>

</sequence>

</choice>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ContentInfomation">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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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base="mpeg7:DType">

<sequence>

<element name="VisualDescriptor" type="mpeg7:VisualDType"/>

<element name="AudioDescriptor" type="mpeg7:AudioD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attribute name="PhotoID" type="ID"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그리고 효과적인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XML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고,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앨범화를 위한 파라미터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complexType name="PhotoAlbumingTool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lement name="CategoryList" type="mpeg7:PhotoCategoryListType"/>

<element name="CategoryBasedClusteringHint" type="mpeg7:CategoryBasedClusteringHint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PhotoCategoryLis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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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lement name="CategoryList" type="mpeg7:ControlledTermUse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CategoryBasedClustering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lement name="SemanticHint" type="mpeg7:SemanticHintType"/>

<element name="SyntacticHint" type="mpeg7:SyntacticHintType"/>

<element name="UserPreferenceHint" type="mpeg7:CategoryPreference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Syntactic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CategoryBasedClusteringHintType">

<sequence>

<element name="CameraHint" type="mpeg7:CameraHintType"/>

<element name="ImageHint" type="mpeg7:ImageHintType"/>

<element name="AudioHint" type="mpeg7:AudioHint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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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Semantic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CategoryBasedClusteringHintType">

<sequence>

<element name="SemanticConcept">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Type">

<sequence>

<element name="Adverb" type="mpeg7:ControlledTermUseType"/>

<element name="Adjective" type="mpeg7:ControlledTermUseType"/>

<element name="Noun" type="mpeg7:ControlledTermUse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UserPreference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CategoryBasedClusteringHi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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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element name="CategoryPreference" type="mpeg7:PhotoCategoryListType"/>

</sequence>

<attribute name="ImportanceValue" type="mpeg7:zeroToOneType"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Audio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SyntacticHintType">

<sequence>

<element name="Timbre" type="mpeg7:TextualType"/>

<element name="RecognizedKeyword" type="mpeg7:Textual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Image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SyntacticHintType">

<sequence>

<element name="PhotographicComposition">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Type">

<sequence>

<element name="MainSubject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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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Type>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Center"/>

<enumeration value="leftTop"/>

<enumeration value="rightTop"/>

<enumeration value="leftBottom"/>

<enumeration value="rightBottom"/>

<enumeration value="noMainSubject"/>

</restriction>

</simpleType>

</element>

<element name="OverallComposition">

<simpleType>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Triangle"/>

<enumeration value="invertedTriangle"/>

<enumeration value="Circle"/>

<enumeration value="Rectangle"/>

<enumeration value="Vertical"/>

<enumeration value="Horizontal"/>

<enumeration value="Incline"/>

<enumeration value="Curve"/>

</restriction>

</simpleType>

</element>

</sequenc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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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RegionOfInterest" type="mpeg7:RegionLocatorType"/>

<element name="SituationBasedClusterInfo" type="IDREF"/>

<element name="RelativeCompressionRatio" type="mpeg7:zeroToOne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Camera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SyntacticHintType">

<sequence>

<element name="TakenTime" type="mpeg7:timePointType"/>

<element name="Annotation" type="mpeg7:TextualType"/>

<element name="ColorDepth" type="nonNegativeInteger"/>

<element name="CameraZoom" type="mpeg7:zeroToOneType"/>

<element name="CameraFlash" type="boolean"/>

<element name="ExposureTime" type="nonNegativeInteger"/>

<element name="CameraContrastValue" type="mpeg7:zeroToOneType"/>

<element name="CameraSharpnessValue" type="mpeg7:zeroToOneType"/>

<element name="CameraBrightnessValue" type="mpeg7:zeroToOneType"/>

<element name="CameraAngle">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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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element name="upDown">

<simpleType>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Upward"/>

<enumeration value="Downward"/>

</restriction>

</simpleType>

</element>

<element name="leftRight">

<simpleType>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Leftward"/>

<enumeration value="Rightward"/>

</restriction>

</simpleType>

</element>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FocusedRegion">

<simpleType>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Foreground"/>

<enumeration value="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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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simpleType>

</element>

<element name="GPSInformation" type="mpeg7:timePoint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또한 사진을 클러스터링한 후의 사진 그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XML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 도 13

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그룹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complexType name="PhotoGroup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SType">

<sequence>

<element name="CategoryBasedPhotoGroup" type="mpeg7:CategoryBasedPhotoGroup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CategoryBasedPhotoGroup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GroupType">

<sequence>

<element name="PhotoSeries">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S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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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element name="PhotoID" type="IDREF"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attribute name="CategoryID" type="IDREF"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또한 상술한 서술 구조들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사진 앨범화를 위한 전체 서술 구조를 XML 형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고,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사진 앨범화를 위한 전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

다.

<schema targetNamespace="urn:mpeg:mpeg7:schema:2001" xmlns="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mpeg7="urn:mpeg:mpeg7:schema:2001"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unqualified">

<annotation>

<documentation>

This document contains visual tools defined in ISO/IEC 15938-3

</documentation>

</annotation>

<include schemaLocation="./mds-2001.xsd"/>

<complexType name="PhotoAlbumDS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SType">

<sequence>

<element name="PhotoAlbumDescription" type="mpeg7:PhotoAlbum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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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ame="AlbumingToolDescription" typ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PhotoAlbum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SType">

<sequence>

<element name="Photo" type="mpeg7:PhotoType"/>

<element name="PhotoGroup" type="mpeg7:PhotoGroup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schema>

한편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도 1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장치 및 방법은 상기 서술된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효

과적으로 디지털 사진 앨범화한다. 따라서, 먼저 사진이 사진입력부(100)를 통해 입력되면(1500단계), 사진을 서술하며

적어도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한다.(1510단계)

또한 사진 카테고리화를 지원하며 적어도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 툴 서술정보를 생성

한다.(1520단계) 그리고 나서 입력사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을 카테고리화한

다.(1530단계) 상기 카테고리화된 결과를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한다.(1540단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한다.(1550단계)

도 16은 상기 1500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사진서술정보 생성을 설명하기

로 한다. 사진 파일로부터 상기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카메라정보 및 사진촬영에 관한 촬영 정보를 추출한다.(1600단계)

사진의 픽셀정보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특징값을 추출한다.(1620단계) 상기 추출된 카메라정보, 촬영정보 및 내용기반

특징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 서술정보를 생성한다.(1640단계)

상기 내용기반특징값은 색상, 질감, 모양특징값을 포함하는 비쥬얼기술자 및 음성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오기술자를 포함

한다. 상기 사진 서술정보는 사진 식별자, 사진촬영한 작가정보, 사진파일정보, 상기 카메라정보, 상기 촬영정보 및, 상기

내용기반특징값 중 적어도 상기 사진식별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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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상기 1530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사진카테고리화를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상기 추출된 내용기반 특징값에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적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한다.

(1700단계) 상기 새로운 특징값과 소정의 카테고리 특징값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징값들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한다.

(1720단계) 상기 유사도 거리값이 소정의 임계값 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최종 카테고리로 결

정한다.(1740단계)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임의의 사진에 대하여 카테고리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입력된 사진들을 카테고리화를 위해, 먼저, 사진앨범에 C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식은 사진 앨범에 있는

카테고리 집합을 나타낸다.

수학식 1

여기서, Sc는 임의의 (c)번째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입력된 대용량의 사진 데이터를 C개의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클러스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사용자의 연령, 성, 사용습관, 사용 전력 등의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서 입력된 질의 사진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

호하는 카테고리를 결정하는데, 이는 상술한 XMT 표현 및 도 11에 나타난 'user preference hint'에 의하여 결정된다. 카

테고리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의 카테고리 선호도 힌트를 나타낸다.

수학식 2

여기서, 는 (c)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정도를 나태는 값이며, 는 0.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다.

위 수학식 2에 의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3

여기서, S c는 (c)번째 카테고리를 나타내며, 가 0.0 이면 그 카테고리는 선택되지 않고, 가 0.0 에 가까우면 그 카테

고리가 선택되더라도 사용자의 선호도가 낮은 카테고리를 나타내며, 가 1.0에 가까울 수록 선택된 카테고리는 사용자

의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 카메라에 저장된 Exif 정보, 이미지 구조 정보, 오디오 클립 정보를 이용하여 syntactic 힌트 항목을 추출한다. 다

음 식은 질의 사진들 중 (i)번째 사진으로부터 추출된 syntactic 힌트를 나타낸다.

수학식 4

여기서, V camera 는 카메라 정보 및 촬영정보를 포함하는 구문상 힌트들의 집하이고, V image는 사진 데이터 자체로부터

추출한 구문상 힌트들의 집합이고, V audio는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클립으로부터 추출한 구문상 힌트 값들의 집합이

다.

다음으로, syntactic 힌트 값을 이용하여, 영상을 지역화(localization)하고, 각 영역으로부터 다중의 내용 기반 특징값을

추출한다.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의 다중의 내용 기반 특징값들은 다음 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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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여기서, F k(i,j)는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k)번째 특징값 벡터를 나타내며, 색상, 질감, 또는 모양 특징값들을 포

함할 수 있다.

그 다음 각 영역에서 semantic 힌트 값을 추출한다. 다음 식은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추출된 M개의 semantic 힌

트를 나타낸다.

수학식 6

여기서, V m은 (i)번째 사진의 (j)번째 영역에서 추출된 (m)번째 의미상 힌트 값이고, 는 (m)번째 명사 힌트 값을,

는 (m)번째 부사 힌트값을, 는 (m)번째 형용사 힌트값을 나타내고, 은 (m)번째 의미상 힌트 값의 중요

도를 나태는 값으로 0.0에서 1.0가지의 값을 갖는다.

상기에서 추출한 syntactic, semantic, user preference 힌트값들은 다음 식에서와같이 함께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7

여기서, V semantic(i)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semantic 힌트를 나타내고, V syntactic(i)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syntactic 힌트를 나타내고, V user (i)는 사용자의 카테고리 선호도 힌트를 나타낸다.

도 19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추출의 예를 도시한 그림이다. 도 19에서, (i)번째 사진은 모

두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영역마다 semantic 힌트 값을 가지고 있으며, 영역에 관계 없이 사진의 전체 내용

에 대한 syntactic 힌트를 가지고 있다.

추출한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에 상기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적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해낸다. 다음 식에

서 는 새로이 생성된 특징값을 나타낸다.

수학식 8

여기서, 함수 는 (i)번째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Vhint(i)와 (i)번째 사진의 내용기반 특징 값 F content

(i)를 함께 이용하여 특징값을 생성하는 함수이다. 함수 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수학식 9

그러나 카테고리 힌트로부터 최종 특징값인 F combined(i)을 얻는 함수 는 위 수학식 9 이외에도 neural network,

bayesian learning, SVM (support vector machine) learning, instance-based learing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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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번째 사진의 주어진 특징값 F combined(i)를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에 이미 저장되어 인덱싱된 각 카테고리의 모델 데이

터베이스의 특징값들과 (i)번째 사진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한다.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베이스

내에 C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각 카테고리의 모델 데이터베이스에는 카테고리화되어 저장된 이미지들로

부터 추출된 특징값을 저장하고 있다. (c)번째 카테고리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P개의 특징값들인 F database(c)는 다

음과 같은 수학식에 의해 표현된다.

수학식 10

(i)번째 사진의 특징값과 각 카테고리의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특징값 간의 유사도 거리값은 다음 수학식에서와 같

이 표현된다.

수학식 11

여기서, Dc(i)는 (c)번째 카테고리와 (i)번째 사진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나타내며, 다음 식에서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2

함수 는 질의 사진과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값들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하는 함수이다. k는 카테

고리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 의 영향력을 가중시키는 정수이다.

(i)번째 사진의 최종 카테고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결정될 수 있다.

수학식 13

여기서, {S1, S2, S3, ..., Sc}는 카테고리 집합이고, th D는 카테고리를 결정하기 위한 유사도 거리값의 임계값이고, S target

(i)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카테고리 집합으로 (i)번째 사진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정보 처리 기능을 갖는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가 읽을 수 있는 코드

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

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장치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사진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파일 정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선호도 및 사진의 내용에서 색상, 질감,

모양 등의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여 대용량의 사진을 효과적으로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사진 데이터를 보

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앨범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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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사진 앨범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시스템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앨범툴 서술정보 생성부(120)의 보다 세부적인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상기 클러스터링 힌트 생성부(250)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카테고리기반 클러스터링 툴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사진서술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사진서술 정보의 구조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사진서술 정보를 이용한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도 6에서 서술한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해 필요한 힌트 정보들 가운데 Semantic 힌트 정보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은 도 6에서 서술한 효과적인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해 필요한 힌트 정보들 가운데 Syntactic 힌트 정보를 도시한 블록

도이다.

도 9는 도 6에서 서술한 효과적인 사진 카테고리화를 위해 필요한 힌트 정보들 가운데 사용자 선호도 힌트 정보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0은 사진을 클러스터링한 후의 사진 그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정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앨범화를 위한 파라미터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그룹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사진 앨범화를 위한 전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사진의 카테고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6은 도 15의 1500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7은 도 15의 1530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임의의 사진에 대하여 카테고리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의한 카테고리 힌트 사용에 대한 일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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