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9/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7월18일

10-0601997

2006년07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5-0048399 (65) 공개번호 10-2006-0048225

(22) 출원일자 2005년06월07일 (43) 공개일자 2006년05월18일

(30) 우선권주장 60/617,086 2004년10월12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3-6

(72) 발명자 김상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476 금화마을 대우현대 103동 401호

김지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7동 1101호

문영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6동 목동1단지아파트 123-1404

노용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새미래8단지아파트 816-1102

양승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954-13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심사관 : 김현수

(54)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및 장치와 이를이용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및

장치

요약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및 장치와 이를 이용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그

클러스터링 방법은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그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 인물기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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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은 적어도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며 적어도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적어도 사진서술정보 및 앨범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는 단계;

사진 앨범화 된 데이터를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단계; 및 사진 서술정보 및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인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대용량의 사진 데이터를 앨범으로 저

장하거나 검색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클러스터링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의 일실시예인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의 구성을 블록

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사진서술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사진서술 정보의 구조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도 3에서 서술한 사진 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을 인물기반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사진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도 4에서 서술한 인물 별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파라미터들 가운데 인물 기반 그룹 리스트를 서술하기 위한 항목

(Person-based group list, 400)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는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의 서술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은 사진을 인물 별로 클러스터링한 후의 사진 그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Photo group description)를 나

타낸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정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앨범화를 위한 파라미터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그룹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디지털 사진 앨범화를 위한 전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생성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3은 도 12의 1230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4는 도 13의 1330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5는 사진 데이터를 상황 기반으로 먼저 클러스터링한 후, 인덱싱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6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물 리스트와 인물 그룹 리스트를 나타낸 일 실시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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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한 일 실시예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사진 앨범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및 장치와 이를 이용한 인물기

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기술의 발전으로 고집적/초소형 메모리의 사용이 일반

화되고 있고, 화질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한 개의 메모리 장치에 많

게는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

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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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로 옮겨오고, 사진 등을 컴퓨터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사진 앨범을 이용하여 여러 사진들을 시간 별로, 인

물 별로, 혹은 특정한 카테고리 별로 클러스터링하고 인덱싱한다. 이렇게 구성된 사진 앨범은 나중에 사용자가 사진 데이

터를 브라우징하거나 다른 사용자들과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David Frohlich는 Requirement for photoware (ACM CSCW, 200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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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사진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사진이 찍힌 시간에 따라 클

러스터링하는 방법, 사진의 내용 기반 특징 정보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방법들 등이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사진의

이벤트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방법 및 사진에 찍힌 인물에 기반하여 사진을 클러스터링하는 방법들 등이 연구되었

다.

이 가운데 사용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앨범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사진 데이터를 인물별로

클러스터링하는 것이다. 대용량의 사진 데이터를 사진에 찍힌 인물별로 사진을 자동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것은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사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추후에 사진 데이터를 브라우징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사진 데이터를 인물별로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얼굴인식 기술이다. 얼굴인식은 사람마다 다

른 얼굴을 모아서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입력되는 얼굴영상을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얼굴 영상들

과 비교해서 그것이 누구인지 판별해내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진 데이터에서 얼굴 영상을 검출(detection)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얼굴 영상들과 매칭하여 해당 얼굴을 인식

(recognition)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영상 처리 방법에서 패턴인식을 수행할 때와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영상 획득, 전 처리, 얼굴추출, 얼굴인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 얼굴인식 분야는

보안 시스템을 위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지능형 무인 감시 시스템이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 그리고 범죄 용의자 검색

등의 시스템을 위한 얼굴추출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는 인물의 얼굴을 보다 정확

하게 추출하고, 외부 조명이나, 인물의 표정 및 포즈에 대한 강인한 얼굴 인식 방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이에 반하여, 사진 데이터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이다. 사진 데이터에서 얼굴을 추출하거나 인식하는

과정은 보안 시스템에서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하거나 인식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렵다. 보안 시스템에서는

고정된 공간에 설치된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얼굴 영상은 비교적 정형

화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진 데이터는 사용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사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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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매우 자주 변하고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법(예를 들어, 카메라 줌의

사용이나 플래쉬의 사용 등) 또는 사진을 찍을 당시의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 고정된 공간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질 수 있

으며, 외부 조명이나 조도의 변화가 훨씬 크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진 데이터를 인물별로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보안 시스템에서의 응용 방법

처럼 얼굴 영상만 사용하면 매우 낮은 성능이 발생된다. 사진 데이터를 인물별로 보다 잘 클러스터링하기 위해서는 사진으

로부터 추출된 얼굴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외의 다양한 부가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써,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Face Recognition-Matching System

Effective to Images Obtained in Different Imaging Conditions(US 6,345,109 B1, 2002/02) 에서는 조명 등으로부터

비교적 간섭이 적은 정면의 얼굴영상으로 잡음이 심한 얼굴 영상을 인식해내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잡음이 덜한 얼굴 영상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Automatic Cataloging of People in Digital Photographs (US 6,606,398 B2, 2003/08)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얼굴 영상들과 관계된 식별 매개 변수(identification parameter)를 정의하고, 이를 얼굴기반 사진 클러스터

링에 이용하였다. 식별 매개 변수로는 이름, 관계, 성별, 나이 등이 있다. 새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식별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클러스터링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식별 매개 변수를 직접 입력해야하도

록 하기 때문에, 식별 매개 변수의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용적이지 못하다.

Automatic Face-based Image Grouping for Albuming (IEEE, 2003)에서는 각 얼굴의 나이와 성별을 자동으로 검출해

내고, 이를 이용하여 사진 모음을 얼굴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사진의 얼굴 정보 외에 인

물의 나이와 성별 정보를 함께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진의 다양한 부가 정보를 함께 이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

진 그룹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진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진 영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외부 밝기

변화, 포즈 변화, 표정 변화, 시간 변화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 작은

시간 간격을 가진 사진 데이터들 간의 배경이 유사하고, 비슷한 인물들이 찍히며, 비슷한 옷을 입고 찍는 다는 점 등의 특

징을 이용하면 얼굴 정보만 이용하는 것보다 향상된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은, (a)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

역을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c) 소정의 인

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d)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

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단계는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b)단계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b)단계의 내용기반 특징값 정보는 MPEG-7의 영상 기술자(Visual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된 색상, 질감, 모양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 및 MPEG-7의 음성 기술자(Audio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한 음성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단계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hint; 사진 팔일에 포

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 및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

타내는 Audio hint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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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ersonal appearance hint는 인물의 옷 정보, 피부색 정보 및 머리모양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Situation hint는 사진이 속한 상황의 식별자를 표현하는 Situation ID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amera hint는

사진이 촬영된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Taken time;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초점 거리 정보를 표현하는 Focal length; 사진

이 활여된 당시에 빛에 대한 노출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Exposure time;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카메라 줌 정보를 표현하는

Zoom info;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플래쉬 정보를 표현하는 Flash info; 및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GPS 정보를 표현하는

GPS info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Audio hint는 사진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로부터 추출

된 음성정보 및 인식된 키워드 정보를 표현하는 Speech info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d)단계는 (d1)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사진이 찍힌

상황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 및 (d2)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상황기반 클러스터 내에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클러스터링 방법은 (e)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

을 인덱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e)단계는 인물기반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

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각 인물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인물정보는 인물의 식별자, 인물의 이름, 인물의 중요도, 다른 인물들과의 관

계 및 해당인물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정보를 더 구비하고, 상기 인물

그룹정보는 인물그룹 식별자, 인물그룹 이름, 인물그룹의 중요도, 인물그룹과 다른 인물그룹들과의 관계, 인물그룹이 포함

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그룹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는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얼굴영역검출부;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얼굴 특징값추출

부; 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클러스트링 힌트정보 획득부;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링부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는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

규화하는 얼굴영역정규화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특징값추출부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얼굴특징값 추출부의 내용기반 특징값 정보는 MPEG-7의 영상 기술자(Visual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된 색상,

질감, 모양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 및 MPEG-7의 음성 기술자(Audio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한 음성 특징값

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클러스터링 힌트정보 획득부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를 추출하는 인물외

관힌트 추출부;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hint

를 추출하는 상황힌트추출부; 사진 팔일에 포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를 추출하는

카메라힌트추출부; 및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를 추출하는 오디오힌트 추

출부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클러스터링부는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사진이 찍힌

상황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상황기반 클러스터링부;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상황기반 클러스터 내에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인물기반 클러스터링

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는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

덱싱하는 인물기반 인덱싱부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는 그룹 선호성 값을 획득하는 그룹선호성힌트 획득부를 더 구비하

고, 상기 인물기반 인덱싱부는 상기 그룹선호성 힌트 획득부에서 획득된 그룹 선호성 값을 참조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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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각 인물정보 및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정보를 구비하

고, 상기 인물정보는 인물의 식별자, 인물의 이름, 인물의 중요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및 해당 인물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지며, 상기 인물그룹정보는 인물그룹 식별자, 인물그룹 이름,

인물그룹의 중요도, 인물그룹과 다른 인물그룹들과의 관계, 인물그룹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그룹 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은 (aa) 적어도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bb)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며 적어도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c) 적어도 상기 사진서술정보 및 상

기 앨범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는 단계; (dd) 상기 사진 앨범화 된

데이터를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단계; 및 (ee)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은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장치나 휴대용 메모리 장치로부터

사진데이터를 입력받는 단계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aa)단계는 입력된 사진으로부터 사진 파일 내에 카메라 정보 및 촬영정보 등의 Exif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해

당정보가 사진파일 내에 존재하면 정보를 추출하여 소정의 사진서술구조에 따라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진서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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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내용기반 특징값은 사진의 픽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되며, 색상, 질감, 모양특징값을 포

함하는 비쥬얼기술자 및 음성 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오기술자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bb)단계의 소정의 파라미터는 인덱싱된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를 서술하는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 항목; 및 인물기반

클러스터링 성능 향상을 위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힌트 항목을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 항목은

인물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되고 인덱싱된 후 저장된 그룹들의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그룹리스트정보; 및 인물기반으로 클

러스터링되고 인덱싱된 후 저장된 인물들의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인물리스트정보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그룹리스트 정보를 구성하는 각 그룹정보는 그룹 식별자, 그룹 이름, 그룹의 중요도, 그룹 간의 관계성 및 해당 그룹

의 상위그룹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그룹의 중요도는 사용자가 해당 그룹 또는 해당 그룹 내

의 인물들이 포함된 사진들을 본 횟수에 의해 결정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물리스트 정보를 구성하는 각 인물정보는 인물

식별자, 인물이름, 인물의 중요도, 인물간 관계성 및 해당 인물의 상위인물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물의 중요도는 사용자가 해당 인물이 포함된 사진들을 본 회수에 의해 결정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cc)단계는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인물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물기반 사

진 클러스터링 단계는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

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

다.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단계는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특징값추출단계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이 바

람직하다. 상기 클러스터링단계는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하는 단계를 더 구

비함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는 적어도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

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사진서술정보 생성부;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며 적어도 인물기

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앨범툴서술정보생성부; 적어도 상기

사진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는 앨범 툴; 상기

앨범 툴의 출력을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사진그룹정보생성부; 및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

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사진앨범정보생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물기반 디지

털 사진 앨범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장치나 휴대용 메모리 장치로부터 사진데이터를 입력받는 사진입력부

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는 입력된 사진으로부터 사진 파일 내에 카메라 정보 및 촬영정보

등의 Exif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해당정보가 사진파일 내에 존재하면 정보를 추출하여 소정의 사진서술구조에 따

라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물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은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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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 사진 파일에 포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 클러스터링할 사진들이 속하는 대략

적인 그룹 리스트를 사용자가 선정한 정보를 표현하는 group preference hint; 및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

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앨범 툴은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인물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인물기반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을 구비함이 바

람직하다.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은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얼굴영역검출부; 상기 검출된 얼

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얼굴특징값추출부; 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클러스트링 힌트정보 획득부;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

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링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

은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하는 얼굴영역정규화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특징

값추출부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앨범툴은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하는 인물기반 인덱싱부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물기반 인덱싱부는 그룹 선호성 값을 획득하는 그룹선호성힌트 획득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그룹선호성 힌트 획득

부에서 획득된 그룹 선호성 값을 참조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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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

치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장치는 사진서술정보 생성부(110), 앨범툴서술정보 생성부(120), 앨범툴

(130), 사진그룹정보 생성부(140) 및 사진앨범정보 생성부(1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장치는 사진입력부

(100)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진입력부(100)는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장치나 휴대용 메모리 장치로부터 사진 데이터, 바람직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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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등의 Ex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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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 구조에 따라 서술한다. 사진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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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링하고 인덱싱 하기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 툴 서술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앨범 툴(130)은 적어도 상기 사진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며,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인물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135)를 구비한

다.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135)은 디지털 사진데이터를 인물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

진 클러스터링 장치이다.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135)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얼굴영역 검출부(200), 얼굴특징값 추출부(220), 클

러스터링 힌트 정보 획득부(230), 인물기반 클러스터링부(2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얼굴영역 정규화부(210)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물기반 인덱싱부(250)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얼굴영역 검출부(200)는 사진 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한다.

상기 얼굴영역 정규화부(210)는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한다.

상기 얼굴특징값추출부(220)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 클러스터링 힌트정보 획득부(230)는 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획득하며, 인물외관힌트 추출부

(232), 카메라힌트 추출부(234), 상황힌트 추출부(236) 및 오디오힌트 추출부(238)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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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물외관힌트 추출부(232)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를 추출한다. 상기 카

메라힌트 추출부(234)는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hint를 추출한다. 상기 상황힌트 추출부(236)는 사진 팔일에 포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

는 Camera hint를 추출한다. 상기 오디오힌트 추출부(238)는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를 추출한다.

상기 인물기반 클러스터링부(240)는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

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상기 인물기반 인덱싱부(250)는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260)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한다. 상기 데이터 베이스(260)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각 인물정보

및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인물정보는 인물의 식별자, 인물의 이름, 인물의 중요도, 다른 인

물들과의 관계 및 해당 인물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 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진다. 상기 인

물그룹정보는 인물그룹 식별자, 인물그룹 이름, 인물그룹의 중요도, 인물그룹과 다른 인물그룹들과의 관계, 인물그룹이 포

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그룹 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진다. 상기 인물기반 인덱싱부(250)에서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260)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할 때, 그룹 선호성 힌트 획득

부(270)로부터 그룹 선호성 값(group preference value)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 이를 참조하여 비교한다.

상기 인물기반 인덱싱부(250)에서 인덱싱이 완료되면, 데이터 베이스 갱신부(280)는 상기 인덱싱 된 사진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싱 된 사진들을 갱신한다.

상기 사진그룹정보 생성부(140)는 상기 앨범 툴(130)의 출력을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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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한다. 마지막으로 사진 앨범 정보(150)은 사진 앨범 데이터베이스(Album database, 160)에 저장된다.

도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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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진 정보 서술 구조

(30)는 각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 식별자(Photo ID, 300)와, 사진을 촬영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Author, 320)

과, 사진 파일에 저장된 파일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File information, 340)과,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를 표현하

는 항목(Camera information, 360)과, 내용 기반 특징값을 표현하는 항목(Content-based information, 380)을 포함한

다.

또한, 사진 파일에 저장된 파일 정보(340)를 표현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사진 파일의 이름을 표현하는 항목(File name,

342)과, 사진 파일의 형식을 표현하는 항목(File format, 344)과, 사진 파일의 용량을 표현하는 항목(File size, 346)과, 사

진 파일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항목(File creation date/time, 348)을 포함한다.

또한,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및 촬영 정보(360)를 표현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해당 사진 파일이 Exif 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IsExifInformation, 362)과, 해당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용된 카메라 모델을 표

현하기 위한 항목(Camera model, 364)과, 해당 사진을 촬영한 당시의 날짜 및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Taken date/

time, 366)과,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장소의 위치 정보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해 획득된 정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항목(GPS information, 368)과, 해당 사진의 크기에서 가로 길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Image width,

370)과, 해당 사진의 크기에서 세로 길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Image height, 372)과,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플래

쉬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Flash on/off, 374)과, 사진의 밝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

(Brightness, 376)과, 사진의 명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Contrast, 378)과, 사진의 선명함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

(Sharpness, 379)을 포함한다.

또한, 사진으로부터 추출된 내용 기반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380)는 MPEG-7의 Visual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

출된 색상, 질감, 그리고 모양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Visual descriptor, 382)과 MPEG-7의 Audio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한 음성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Audio descriptor, 384)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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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에서 서술한 사진 정보(30)를 이용하여 사진을 인물기반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사진 인물기

반 클러스터링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4에서, 인물 별 사진 클러스터

링을 위한 파라미터(40)로는, 이미 인덱싱된 인물 기반 그룹 리스트를 서술하기 위한 항목(Person-based group list,

400)과, 인물 기반 클러스터링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Person-

based clustering hints, 450)을 포함한다.

도 5는 도 4에서 서술한 인물 별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파라미터들 가운데 인물 기반 그룹 리스트를 서술하기 위한 항목

(Person-based group list, 400)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에서, 인물 기반 그룹 리스트를 서

술하기 위한 항목(400)은 이미 인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되고 인덱싱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룹 및 인물들의 리스

트를 나타내기 위한 항목으로 그룹 정보 항목(Group info, 500)과 와 인물 정보 항목(Person info, 550)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룹 정보 항목(500)은 여러 명의 인물들의 그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으로 한 개 이상의 그룹 정보가 나열될 수

있다. 그룹 정보 항목(500)은 그룹의 고유한 아이디(ID)를 표현하는 항목(Group ID, 502), 그룹의 고유한 이름을 표현하

는 항목(Group name, 504), 해당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정도를 표현하는 항목(Group importance value, 506), 다른

그룹들과의 관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하는 항목(Inter-group relationship table, 508), 해당 그룹이 포함된 부모 그룹

(상위 그룹)의 정보를 아이디로 표현하는 항목(Parent group IDs, 509)을 포함한다. 여기서, 그룹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항

목(506)은 사용자가 해당 그룹 혹은 해당 그룹 내의 속한 인물들이 포함된 사진들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를 기록한 정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측정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의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룹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항목을 결정하

는 방법이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그룹들과의 관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하는 항목(508)은 해당 그룹에 속한 인물들과 다른 임의의 그룹에 속한 인

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의 빈도를 저장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두 그룹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항목이다. 다른

그룹들과의 관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하는 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인물 정보 항목(550)은 그룹 내에 포함된 인물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항목으로 한 개 이상의 인물 정보가 나열될

수 있다. 인물 정보 항목(550)은 인물의 고유한 아이디(ID)를 표현하는 항목(Person ID, 552), 인물의 고유한 이름을 표현

하는 항목(Person name, 554), 해당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정도를 표현하는 항목(Person importance value, 556),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하는 항목(Inter-person relationship table, 558), 해당 인물이 포함된 부

모 그룹(상위 그룹)의 정보를 아이디로 표현하는 항목(Parent group IDs, 559)을 포함한다. 여기서, 인물의 중요도를 표현

하는 항목(556)은 사용자가 해당 인물이 포함된 사진들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를 기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측정

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의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인물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은 상기 예를 포함하

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하는 항목(558)은 해당 인물과 다른 임의의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의 빈도

를 저장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항목이다.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테이블 형

식으로 표현하는 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이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6은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의 서술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에서, 인물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Person-based clustering hints, 450)은 사진의 상황 기반

클러스터링 결과를 표현하는 항목(Situation hints, 610),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Personal

appearance hints, 620),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Camera hints, 630), 클러스터

링할 사진들이 속하는 대략적인 그룹 리스트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한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Group preference hint, 640)

,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Audio hints, 650)을 포함한다.

사진을 상황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표현하는 항목(610)은 사진을 상황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에서 해당 사

진이 속한 상황 정보(612), 바람직하게는 고유한 아이디를 포함한다.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620)은 인

물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Cloth info, 622), 인물의 피부색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Skin tone, 624),

인물의 머리 모양을 표현하는 항목(Hair style, 626)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

(620)이 상기 예들을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630)은 사진이 촬영된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Taken

time, 631),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초점 거리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Focal length, 632), 사진이 촬영된 당시에 빛에 대한

노출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Exposure time, 633),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카메라 줌(zoom)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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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fo, 634),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플래쉬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Flash info, 635),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GPS 정보

를 표현하는 항목(GPS info, 636)을 포함한다.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630)이 상

기 예들을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클러스터링할 사진들이 속하는 대략적인 그룹 리스트를 사용자가 직

접 선정한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640)은 사용자가 선정된 그룹들과 이에 대한 중요도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항목

(Group preference value, 642)를 포함한다.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650)은 사진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로부터 추출된 음성 정

보 및 인식된 키워드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Speech info, 652)을 포함한다.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32450)은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7은 사진을 인물 별로 클러스터링한 후의 사진 그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Photo group description, 700)

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사진 그룹은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에 의한 사진 그룹(Person-based photo group, 710)을 포

함하며, 각 클러스터 그룹은 하위 그룹(Photo series, 730)을 포함한다. 각 사진 그룹은 여러 개의 사진을 사진 식별자로

포함할 수 있다(Photo ID, 735).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는 그룹 식별자(Group ID, 720)를 가지며 인물 기반 그룹 리스트로

부터 참조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정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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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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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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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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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nTime" type="mpeg7:timePoi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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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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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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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BasedInfomation">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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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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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사진 앨범화를 위한 파라미터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효과적인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XML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omplexType name="PhotoAlbumingTool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SType">

<sequence>

<element name="PersonBasedGroupList" type="mpeg7:PersonBasedGroupListType"/>

<element name="PersonBasedClusteringHint" type="mpeg7:PersonBasedClusteringHint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PersonBasedGroupLis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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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ame="GroupInfo" type="mpeg7:GroupInfoType"/>

<element name="PersonInfo" type="mpeg7:PersonInfoType"/>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PersonBasedClustering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lement name="SituationHint" type="mpeg7:SituationHintType"/>

<element name="PersonalAppearanceHint" type="mpeg7:PersonalAppearanceHi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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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name="GroupPerferenceHint" type="mpeg7:GroupPerferenceHi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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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GroupPerference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ersonBasedClusteringHint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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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attribute name="GroupID" type="IDREF"/>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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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GroupInfo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ersonBasedGroupList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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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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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name="InterGroupRelationshipTable" type="mpeg7:RelationshipTable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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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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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PersonInfo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ersonBasedGroupList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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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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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name="InterPersonRelationshipTable" type="mpeg7:RelationshipTable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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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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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complex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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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Type>

<complexType name="RelationshipTable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ersonBasedGroupList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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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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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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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PersonalAppearance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ersonBasedClusteringHintType">

<sequence>

<element name="ClothInfo" type="mpeg7:VisualInfoType"/>

<element name="HairStyleInfo" type="mpeg7:VisualInf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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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Situation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ersonBasedClusteringHint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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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ame="SituationInfo" type="IDREF"/>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Audio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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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CameraHint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AlbumingTool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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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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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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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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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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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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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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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Type>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사진 그룹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사진을 클러스터링한 후의 사진 그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 구조를 XML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omplexType name="PersonBasedPhotoGroup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PhotoGroupType">

<sequence>

<element name="PhotoSeries">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mpeg7:DSTy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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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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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디지털 사진 앨범화를 위한 전체 서술 구조를 XML 스키마로

표현한 블록도이다. 디지털 사진 앨범화를 위한 전체 서술 구조를 XML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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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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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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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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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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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생성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

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생성 방법 및 그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및 방법은 상기 서술된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디지털 사진 앨범화한다. 따라서, 먼저 디지털 사진이 사진입력부(100)를 통해 입력되면(1200단계), 사진서술정보 생

성부(110)에 의해 사진을 서술하며 적어도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가 생성된다.(1210단계)

또한 앨범툴 서술정보 생성부(120)에 의해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 툴 서술정보

가 생성된다.(1220단계) 그리고 나서 앨범툴(130)에 의해 입력사진,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 툴 서술정보를 이용

하여 사진을 인물기반 클러스터링한다.(1230단계) 사진그룹정보 생성부(140)에 의해 상기 인물기반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한다.(1240단계) 사진 앨범 정보 생성부(150)에서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한다.(1250단계)

도 13은 상기 1230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위한 인

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의 동작 및 그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입력된 사진들을 클러스터링하기 위해 얼굴영역검출부(200)에의해 사진 데이터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1300

단계) 입력된 N개의 사진 데이터들 가운데 (i)번째 사진 데이터 하나에서 M개의 얼굴 영역이 추출되었을 때, 추출된 얼굴

영역의 픽셀 정보인 는 아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

여기서, 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m)번째 얼굴 영역의 픽셀 정보를 나타낸다. 위의 얼굴 추출 과정은 입력된 N

개의 사진 데이터들 모두에서 반복된다.

얼굴영역이 검출되었으면, 사진 데이터의 크기(resolution)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영역 정규화부(210)는 추출

된 얼굴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얼굴 영역의 크기를 가로 A, 세로 B의 크기로 정규화한다.(1310단계) 정규화된 얼굴

영역의 픽셀 정보인 는 아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2

여기서, 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m)번째 얼굴의 정규화된 얼굴 영역의 픽셀 정보를 나타낸다. 위의 얼굴 정규

화 과정은 입력된 N개의 사진 데이터들 모두에서 반복된다.

얼굴영역이 정규화되면, 얼굴특징값 추출부(220)는 정규화된 얼굴 영역으로부터 내용 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한다.

(1320단계)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M개의 내용 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인 는 아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3

여기서, 는 (i)번째 사진에서 추출된 (m)번째 얼굴의 영역의 내용 기반 특징값 정보를 나타낸다. 내용 기반 얼굴 특

징값을 추출하는 방법은 MPEG-7의 Face Recognition 기술자나 Advanced Face Recognition 기술자를 사용한다. 내용

기반 얼굴 특징값을 추출하는 방법이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클러스터링 힌트정보 획득부(230)는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라미터인 인물 기반 사

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추출한다.(1330단계)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

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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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Situation hint', 사진 파일에 포함된 카메라 정보, 촬영 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 그리고 사진 파일

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가 있다. (i)번째 사진으로부터 추출된 (m)번째 인물의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정보인 는 다음 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4

여기서, 는 (i)번째 사진으로부터 추출된 (m)번째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 힌트를, 는 (i)번째 사

진의 카메라 정보 힌트를, 는 (i)번째 사진의 상황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는 (i)번째 사진의 오디오

힌트 정보를 각각 나타낸다. 인물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정보 힌트 항목은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

는다.

상기 1330단계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물외관 힌트를 추출하는 단계(1400단계), 카메라 힌트를 추출하는 단계

(1420단계), 상황힌트추출단계(1440단계) 및 오디오 힌트 추출단계(1460)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며, 상기 순서는 임의

로 서로 바뀌어도 무관하다.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 힌트 항목을 추출하는 단계(1400)에서,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 힌트 항목인

는 인물의 옷 정보, 피부색 정보, 머리 모양 등을 나타내는 정보들을 포함하며, 아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5

여기서, 는 해당 인물의 옷 정보를, 은 해당 인물의 피부 색 정보를, 는 해당 인물의 머리 모양

정보를 각각 나타낸다.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 힌트를 구성하는 항목은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

는다.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정보 힌트 항목을 추출하는 단계(1420)에서, (i)번째 사진 파일에 저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정보 힌트 항목인 는 사진이 촬영된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인 'Taken time',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초점

거리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인 'Focal length', 사진이 촬영된 당시에 빛에 대한 노출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인

'Exposure time',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카메라 줌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인 'Zoom info',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플래쉬 정

보를 표현하는 항목인 'Flash info',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GPS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인 'GPS info'를 포함하며, 아래의 수

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6

위 식에서, 은 사진이 촬영된 시간, 는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초점 거리 정보를, 는 빛에 대한 노

출 시간 정보를, 는 카메라 줌 정보를, 은 플래쉬 정보를, 는 GPS 정보를 표현한다. 사진 파일에 저

장된 카메라 정보 및 촬영 힌트 항목은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진의 상황 기반 클러스터링 정보 힌트 항목을 추출하는 단계(1440)에서, (i)번째 사진의 상황 기반 클러스터링 정보 힌

트 항목인 은 사진을 상황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에서 해당 사진이 속한 상황의 고유한 아이디를 표현하는

항목인 'Situation ID'를 포함하며, 아래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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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해당 사진이 속한 상황의 고유한 식별자 정보를 나타낸다. 사진의 상황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

항목은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 힌트 항목을 추출하는 단계(1460)에서, (i)번째 사진과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 힌트 항

목인 는 사진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로부터 추출된 음성 정보 및 인식된 키워드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

인 'Speech info'를 포함하며, 아래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8

위 식에서, 는 해당 사진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로부터 추출된 음성 정보 및 인식된 키워드 정보를 표현

한다. 사진의 오디오 정보 힌트 항목은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클러스터링하는 단계(1340)에서, 입력된 사진의 얼굴을 각각 인덱싱하기 전에, 먼저 사진이

찍힌 상황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후, 각 상황 기반 클러스터 내에서 인물 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클러스

터링된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는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인물 리스트들과 비교하여 인덱싱 된다.

도 15는 사진 데이터를 상황 기반으로 먼저 클러스터링한 후, 인덱싱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이는 사

진을 인물 별로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얼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이를 위해, 추출한 내용 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인물 기반 클러스터링 힌트를 적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한다.

다음 식에서 는 새로이 생성된 (i)번째 사진의 특징값 정보를 나타낸다.

수학식 9

여기서, 함수 는 (i)번째 사진의 (m)번째 인물의 힌트 정보인 와 (i)번째 사진의 (m)번째 인물의 내용 기반 특

징값 정보인 을 함께 이용하여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하는 함수이다.

새로운 특징값을 생성하는 한 예로, 먼저, 사진 데이터를 상황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하고 각 상황에 속하는 사진들 간에 인

물 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수학식 10은 주어진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서,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 사진 파일에 포함된 카메라/촬영/사진 정보, 해

당 사진의 상황 기반 클러스터 정보, 그리고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함께 이용하여 생성된 새로

운 특징값 정보를 나타낸다. 이는 동일한 상황 정보를 가진 사진 데이터를 내에서는 동일한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입력된 N개의 사진들이 K개의 상황으로 클러스터링 되었다면, 함수 는 다음과 같

이 정의 될 수 있다.

수학식 10

위 식에서, 는 사진을 먼저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한 것을 나타내며,

는 (k)번째 상황 클러스터를 나타낸다. 또한, 위 식에서, 는 (i)번째 사진의 (m)번째 인물의 외형

적 특징 정보인 로부터 얻은 가중치를 나타내고, 는 (i)번째 사진의 카메라/촬영 정보인 로

부터 얻은 가중치를 나타내고, 는 (i)번째 사진의 오디오 정보인 로부터 얻은 가중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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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k)번째 상황 클러스터 에 속한 사진 데이터에 속하는 인물들이 모두 T개의 인물들로 클러스터링

되었다면, 인물 기반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1

여기서, 는 (k)번째 상황 구간 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를 나타낸다. 각 인물 클러스터는 한 개 이

상의 인물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특징값을 생성해낸다. 이때, 인물 클러스

터에 속하는 인물 사진 데이터들 가운데 대표 인물을 선택하여, 대표 인물의 특징값을 (t)번째 인물 클러스터의 특징값으로

대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식 12

위 식에서, 는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특징값이다. 또한 는 (k)

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에서 선택된 대표 인물의 얼굴 기반 특징값이다. (t)번째 인물 클러스

터를 대표하는 특징값을 생성해내는 방법은 상기 예를 포함하지만, 상기 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13을 참조하면, 인물기반 인덱싱 단계(1350)에서, K개의 모든 상황 클러스터들에 대해 인물 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

면, 다음으로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은 각 인물 기반 클

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이미 인덱싱된) 인물 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물 사진들은 각 인물 정보와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X개의 인물 리스트가 있을 때 (x)번째 인물은 인물 리스트 정보(1600)를 가지고 저장된

다. 인물 리스트 정보는 아래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3

여기서, 는 해당 (x)번째 인물의 고유한 아이디를, 는 인물의 고유한 이름을, 는 해당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도를, 는 (x)번째 인물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가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는 해당 인물이 포함된 부모 그룹(상위 그룹)의 나타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Y개의 인물 그룹 리스트가 있을 때 (y)번째 인물그룹은 인물 그룹 리스트 정보(1650)를 가지

고 저장된다. 인물 그룹 리스트 정보는 아래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4

여기서, 는 해당 (y)번째 인물 그룹의 고유한 아이디를, 는 인물 그룹의 고유한 이름을, 는 인물 그룹

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중요도를, 는 (y)번째 인물 그룹과 다른 인물 그룹들과의 관계가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된 정

보를, 는 해당 인물 그룹이 포함된 부모 그룹(상위 그룹)의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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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물 리스트와 인물 그룹 리스트를 나타낸 일 실시예이다. 도 16에서 주어진 인물 리스트

의 인물들로 인물 그룹 리스트를 구성하였고, 각 인물 리스트는 0.0에서 1.0 사이의 중요도 값을 가진다.

도 17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한 일 실시예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Me'의 경우, 'John'과의 관계도가

가장 높은데, 이는 'Me'가 'John'과 가장 많은 사진을 함께 찍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S개의 인물 사진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s)번째 인물 사진 데이터가 (x)번째 인물에 속하고 (y)

번째 인물 그룹에 속한다면, (s)번째 인물 사진 데이터의 특징값 정보인 는 얼굴 특징값 정보, 인물/그룹 리스트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인물 그룹 힌트 정보(group preference hint)로 구성되며 아래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

다.

수학식 15

여기서, 는 (y)번째 인물 그룹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나타낸다.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를 인덱싱하기 위하여 먼저,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

째 인물 클러스터의 특징값()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징값( )을 비교하여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한다.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의 특징값과 데이터베이스 내의 (s)번째 인물의 특징값 간의 유사도 거리값은 아

래의 수학식에서와 같이 측정한다.

수학식 16

여기서, 는 두 특징값들 간의 유사도 거리값을 측정하는 함수이다.

결과적으로,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와 데이터베이스 내의 전체 인물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

거리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7

마지막으로, 유사도 거리값이 가장 작은, 즉 가장 유사도가 큰 인물을 선택하고, 해당 인물의 고유한 ID를 (k)번째 상황 클

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에 할당하여 인덱싱을 마친다. 인덱싱은 아래와 같은 수학식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8

여기서 는 (k)번째 상황 클러스터에 속하는 (t)번째 인물 클러스터에게 할당된 인물 인덱스로써 고유한 아이디 형태

를 지닌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면 새로운 아이디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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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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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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및 장치와 이를 이용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기존의 보안 시스템에서 사용된 얼굴 인식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용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찍은 사진 데이터를 인

물별로 클러스터링하여, 많은 양의 사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앨범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즉 사진 데이터에 포함된 얼굴 부

분의 내용기반 특징 정보와, 각 인물들의 옷 색상, 머리 모양, 피부 색 정보 등의 외형적 특징 정보 및 사진이 찍힌 시간, 배

경 등의 상황 정보와 같은 부가 정보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을 클러스터링할 수 있다.

나아가, 인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대용량의 사진 데이터를 앨범으로 저장하거나

검색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클러스터링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진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효

과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서술 구조와, 사진의 얼굴 정보 및 다양한 부가 정보(카메라 정보, 촬영 정보, 상황 정보, 옷 정보

등)를 함께 이용하여 사진의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정의하고, 해당 파라미터들을 서

술하기 위한 효과적인 서술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진 파일에 포함된 카메라/촬영 정보 등의 부가 정보들을 함께 이용

하여 대용량의 사진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앨범화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c) 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d)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

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b)단계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

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내용기반 특징값 정보는

MPEG-7의 영상 기술자(Visual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된 색상, 질감, 모양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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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7의 음성 기술자(Audio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한 음성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hint;

사진 팔일에 포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 및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

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Personal appearance hint는

인물의 옷 정보, 피부색 정보 및 머리모양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

링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Situation hint는

사진이 속한 상황의 식별자를 표현하는 Situation ID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Camera hint는

사진이 촬영된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Taken time;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초점 거리 정보를 표현하는 Focal length;

사진이 활여된 당시에 빛에 대한 노출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Exposure time;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카메라 줌 정보를 표현하는 Zoom info;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플래쉬 정보를 표현하는 Flash info; 및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GPS 정보를 표현하는 GPS info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

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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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Audio hint는

사진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로부터 추출된 음성정보 및 인식된 키워드 정보를 표현하는 Speech info를 구비함

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d1)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사진이 찍힌 상황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 및

(d2)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상황기반 클러스터 내에

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e)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인물기반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각 인물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인물정보는 인물의 식별자, 인물의 이름, 인물의 중요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및 해당인물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정보를 더 구

비하고,

상기 인물그룹정보는 인물그룹 식별자, 인물그룹 이름, 인물그룹의 중요도, 인물그룹과 다른 인물그룹들과의 관계, 인물그

룹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그룹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

털 사진 클러스터링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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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얼굴영역검출부;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얼굴특징값추출부;

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클러스트링 힌트정보 획득부;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링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하는 얼굴영역정규화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특징값추출부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

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특징값 추출부의 내용기반 특징값 정보는

MPEG-7의 영상 기술자(Visual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된 색상, 질감, 모양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 및

MPEG-7의 음성 기술자(Audio Descriptor)를 이용하여 추출한 음성 특징값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17.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링 힌트정보 획득부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를 추출하는 인물외관힌트 추출부;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hint를 추출하는 상

황힌트추출부;

사진 팔일에 포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를 추출하는 카메라힌트추출부; 및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를 추출하는 오디오힌트 추출부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18.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링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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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사진이 찍힌 상황에 기반하여 클러

스터링을 수행하는 상황기반 클러스터링부;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상황기반 클러스터 내에서 인

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인물기반 클러스터링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19.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하는 인물기반 인덱싱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그룹 선호성 값을 획득하는 그룹선호성힌트 획득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인물기반 인덱싱부는

상기 그룹선호성 힌트 획득부에서 획득된 그룹 선호성 값을 참조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각 인물정보 및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

한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인물정보는 인물의 식별자, 인물의 이름, 인물의 중요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및 해당 인물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지며,

상기 인물그룹정보는 인물그룹 식별자, 인물그룹 이름, 인물그룹의 중요도, 인물그룹과 다른 인물그룹들과의 관계, 인물그

룹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그룹 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

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치.

청구항 22.

(a) 적어도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b)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며 적어도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툴

서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 적어도 상기 사진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사진 앨범화를 수행하

는 단계;

(d) 상기 사진 앨범화 된 데이터를 소정의 사진그룹 서술정보로 생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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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기 사진 서술정보 및 상기 사진그룹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사진앨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장치나 휴대용 메모리 장치로부터 사진데이터를 입력받는 단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입력된 사진으로부터 사진 파일 내에 카메라 정보 및 촬영정보 등의 Exif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해당정보가 사진파

일 내에 존재하면 정보를 추출하여 소정의 사진서술구조에 따라 표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

법.

청구항 25.

제2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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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

오기술자를 포함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소정의 파라미터는

인덱싱된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를 서술하는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 항목; 및

인물기반 클러스터링 성능 향상을 위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힌트 항목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 항목은

인물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되고 인덱싱된 후 저장된 그룹들의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그룹리스트정보; 및

인물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되고 인덱싱된 후 저장된 인물들의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인물리스트정보를 구비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등록특허 10-0601997

- 29 -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리스트 정보를 구성하는 각 그룹정보는

그룹 식별자, 그룹 이름, 그룹의 중요도, 그룹 간의 관계성 및 해당 그룹의 상위그룹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의 중요도는

사용자가 해당 그룹 또는 해당 그룹 내의 인물들이 포함된 사진들을 본 횟수에 의해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

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리스트 정보를 구성하는 각 인물정보는

인물 식별자, 인물이름, 인물의 중요도, 인물간 관계성 및 해당 인물의 상위인물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의 중요도는

사용자가 해당 인물이 포함된 사진들을 본 회수에 의해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은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hint;

사진 파일에 포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

클러스터링할 사진들이 속하는 대략적인 그룹 리스트를 사용자가 선정한 정보를 표현하는 group preference hint; 및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

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situation hi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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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상황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 해당 사진이 속한 상황의 식별자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

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personal appearance hint는

인물이 입고 있는 옷 정보, 인물의 피부색 정보 및 인물의 머리모양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

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camera hint는

사진이 촬영된 시간 정보,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초점거리 정보,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빛에 대한 노출시간 정보,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카메라 줌 정보, 사지이 촬영된 당시의 플래쉬 정보 및 사진이 촬영된 당시의 GPS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

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group preference hint는

사용자가 선정된 그룹들과 상기 그룹들에 대한 중요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group preference value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Audio hint는

사진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오디오 정보로부터 추출된 음성정보 및 인식된 키워드 정보를 표현하는 Speech info를 구비함

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38.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인물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

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단계는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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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단계는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특징값추출단계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

버밍 방법.

청구항 41.

제38항 또는 제39항에 있어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

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싱 단계는

인물기반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각 인물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인물정보는 인물의 식별자, 인물의 이름, 인물의 중요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및 해당인물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버밍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정보를 더 구

비하고,

상기 인물그룹정보는 인물그룹 식별자, 인물그룹 이름, 인물그룹의 중요도, 인물그룹과 다른 인물그룹들과의 관계, 인물그

룹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그룹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

털 사진 앨버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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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적어도 사진을 식별하기 위한 사진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진서술정보를 생성하는 사진서술정보 생성부;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며 적어도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을 위한 소정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앨범툴 서술

정보를 생성하는 앨범툴서술정보생성부;

적어도 상기 사진서술정보 및 상기 앨범툴 서술정보를 이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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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장치나 휴대용 메모리 장치로부터 사진데이터를 입력받는 사진입력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서술정보 생성부는

입력된 사진으로부터 사진 파일 내에 카메라 정보 및 촬영정보 등의 Exif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해당정보가 사진파

일 내에 존재하면 정보를 추출하여 소정의 사진서술구조에 따라 표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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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특징값을 포함하는 오디

오기술자를 포함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49.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앨범툴서술정보 생성부의 소정의 파라미터는

인덱싱된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를 서술하는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 항목; 및

인물기반 클러스터링 성능 향상을 위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힌트 항목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등록특허 10-0601997

- 33 -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그룹 리스트 항목은

인물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되고 인덱싱된 후 저장된 그룹들의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그룹리스트정보; 및

인물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되고 인덱싱된 후 저장된 인물들의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인물리스트정보를 구비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리스트 정보를 구성하는 각 그룹정보는

그룹 식별자, 그룹 이름, 그룹의 중요도, 그룹 간의 관계성 및 해당 그룹의 상위그룹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리스트 정보를 구성하는 각 인물정보는

인물 식별자, 인물이름, 인물의 중요도, 인물간 관계성 및 해당 인물의 상위인물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53.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클러스터링 힌트 항목은

인물의 외형적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Personal appearance hint;

사진의 장소나 배경 등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tuation hint;

사진 파일에 포함된 케메라 정보, 촬영정보, 사진 정보를 나타내는 Camera hint;

클러스터링할 사진들이 속하는 대략적인 그룹 리스트를 사용자가 선정한 정보를 표현하는 group preference hint; 및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사용자의 오디오 정보를 나타내는 Audio hint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

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54.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앨범 툴은

디지털 사진 데이터를 인물에 기반하여 클러스터링하는 인물기반 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

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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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은

사진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얼굴영역검출부;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특징값 정보를 추출하는 얼굴특징값추출부;

소정의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 정보를 획득하는 클러스트링 힌트정보 획득부; 및

상기 추출한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에 상기 사진 클러스터링 힌트정보를 적용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링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사진 클러스터링 툴은

상기 검출된 얼굴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영역 크기를 정규화하는 얼굴영역정규화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특징값추출부는

상기 정규화된 얼굴영역으로부터 소정의 내용기반 얼굴 특징값 정보를 추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

범 장치.

청구항 57.

제55항 또는 제56항에 있어서,

인물기반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인물 기반 클러스터들을 인덱싱하는 인물기반 인덱싱부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기반 인덱싱부는

그룹 선호성 값을 획득하는 그룹선호성힌트 획득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그룹선호성 힌트 획득부에서 획득된 그룹 선호성 값을 참조하여, 인물기반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정

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인덱스로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털 사진 클러스터링 장

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소정의 인덱싱된 인물사진들은 각 인물정보 및 인물들이 포함된 그룹에 대

한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인물정보는 인물의 식별자, 인물의 이름, 인물의 중요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및 해당 인물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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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물그룹정보는 인물그룹 식별자, 인물그룹 이름, 인물그룹의 중요도, 인물그룹과 다른 인물그룹들과의 관계, 인물그

룹이 포함된 상위그룹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인물그룹 리스트 정보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기반 디지

털 사진 앨범 장치.

청구항 60.

제1항 내지 제13항, 제22항 내지 제44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발명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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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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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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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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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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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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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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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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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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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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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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