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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1.1 추진 배경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화를 넘어서, 거의 모든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스마트폰 제작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기능 

개발보다는 현재 구현되어있는 기능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사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도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개발 분야는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부분이다. 이

렇다 보니 즐거운 것은 우리, 사용자들이다. 무겁게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

마트폰으로도 고화질의 아름다운 사진을 언제 어디서든 찍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듯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자연스레 

사진을 많이 찍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않는 사람들 조차도  

점차 카메라 앞에 서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 인터넷 저널에서는 하루에 찍힌 사진들 

중에서 1000만건 이상의 사진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웹 서버로 저장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 많은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개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의 수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몇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먼저, 나에게 없는 사진을 보고 싶을 때, 혹은 가지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직접 보거나 여러 가지 다른 기기를 통해 사진을 전

달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봐야 하고, ‘카

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편한 사진전송과정을 거치게 된다.  

 

두 번째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모이게 된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찾

아내는 일은 꽤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다. 몇몇의 사람들은 수백 장의 사진들 속에서 

원하는 사진을 찾으려고 수십 분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화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디지털화가 되어버렸다. 

사진 또한, 인화가 아닌 스마트폰 안에 디지털화 되어 보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화되어 보관되다가 시간이 지나 기억에서 잊혀져 찾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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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더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사용자층의 주요 활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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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구사항 및 목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선택한 사진을 모두 서버에 저장하고, 사진을 원하

는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사진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진을 내려 받을 때, 수많은 사진들 중에 원하는 사진들만 빠르게 찾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입력해준 요구사항을 가지고 정렬하여 선택된 사진만을 

전송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원하는 사진을 일일이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스마트폰의 디지털 자료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

진들 모아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을 일일이 뽑아 수작업으로 사진첩을 만

들던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폰으로 포토북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클릭 한번으로 포토북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서버 상에 수많은 사진들이 저장되고 처리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저장공간과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용량 분산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인 하둡을 사용

하였다. 하둡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적으로 저장하여 처리하므로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

문에 수백 만장의 사진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저장공간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기 때

문에 저장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기가 쉽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렬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필터링’ 기능

을 구현하였다. 스마트폰 사진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값을 가공하여 장소와 시간을 뽑아 

낼 수 있고, OpenCV를 사용한 Face Recogni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사진 속의 인물 정보

를 뽑아 낼 수 있다. 이 세 가지 ‘필터링’ 기능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정렬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토북을 제작하는 회사와 제휴하여 스마트폰에서 전송한 포토북의 프로토타

입을 가지고 포토북을 제작하였다. 포토북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도 간단한 몇 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진다. 

 

 

< lookbaCk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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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요성 

본 프로젝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있다고 느낄 수도 있

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강조하기 위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들과

의 차이점을 나타내보았다. 

 

 

BAND : 소규모 그룹 지원 애플리케이션 

장점 : 사진공유 및 채팅  

단점 : 사진에 대한 정렬 기능 부재 

 

 

 카카오앨범 :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장점 : 사진공유 

단점 : 사진에 대한 정렬 기능 미흡   

 

 

MyShoeBox : 사진 정렬 PC구동 프로그램 

장점 : 다양한 사진 정렬 기능 

단점 : 모바일 지원되지 않음   

 

 

MyPublisher : 포토북 제작 PC구동 프로그램. 

장점 : 포토북 제작 가능 

단점 : 모바일 지원되지 않음  

 

 

 

대표적으로 위의 4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해 본 결과 ‘LookBack’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볼 수 없다. ‘LookBack’에서는 사진의 공유는 물론, 수많은 사진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쉽고 빠르게 찾아 줄 것이며,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조작만

으로 바로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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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대표적인 4가지 애플리케이션과 lookbaCk을 간단하게 비교한 그림이다. 

 

 

 

< 그림#1 ‘lookbaCk’과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비교 > 

 

위와 같은 결과 때문에 본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느꼈고, 1.2절의 프로젝트 요구사항 및 

목표에서 소개한 기능들을 개발/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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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2.1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의 개발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의 구성,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만을 쉽게 정렬하여 

볼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의 개발 및 구현, 스마트폰 안에서 포토북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의 개발 및 구현이다.   

 

2.1.1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공유’와 서버 구성  

 

<클라우드 서버 시장의 성장>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라는 단어이다. 쉽게 설명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한 공간(하나의 서버)을 여러 사람이 접근하여 개인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자들의 사진을 한 곳(서버)에 업로드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 곳에서 개인작업을 하는 개념이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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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를 통한 사진 공유> 

 

먼저, 클라우드 서버를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모든 사진을 저장하고,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들이 저장된 사진에 접근하여 사진을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사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로컬과 서버가 통신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암호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은닉을 통해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는 작업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모든 과정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진을 저장할 디렉토리 이외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실행파일들과 결과값을 저장할 디렉토리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적합한 서버 디렉토리 구조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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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서버 디렉토리 구조> 

 

다음의 디렉토리는 2.2.1.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과 분산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하둡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필히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버에서 실행파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합한 실행환경이 

필요하다. 웹 서버를 만들어주는 Apache2와 자바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Tomcat7,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Php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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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정렬하는 ‘필터링’ 

 

서버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진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사진을 일일이 찾는 일은 비효율적이며 많은 시간이 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필터링’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터링을 통한 사진 정리> 

 

이 기능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정렬을 위해서 기존 메타데이터에는 없는 인물 정보를 추가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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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간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는 기능이다. 찾고자 하는 사진의 날짜를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다면 시간 필터링을 통하여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정렬하여 사진을 쉽게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시간 필터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메타데이터 중 날짜정보를 활용하여 구현한다.  

 

ii. 장소 

  사진을 장소별로 정렬해주는 기능이다. 사진을 정렬할 경우 장소가 기준이 되어 

정렬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 많은 양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생각나는 장소명으로만 필터링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장소 필터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메타데이터 중 위도,경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위도와 

경도만으로는 해당위치의 장소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Google Place API를 활용하여 대표 

장소명으로 바꿔준다. 

 

iii. 인물  

  원하는 사람들만 나온 사진들로 정렬해주는 기능이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어 원하는 인물이 있는 사진만 분류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인물 필터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Opencv를 활용하여 사진들의 인물들을 서로 비교하여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자세한 알고리즘 설명은 개발기술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서 데이터 분산 저장과 분산 처리가 필요하다. 하둡을 통해서 많은 양의 

사진파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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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간직할 수 있는 포토북 제작 

사진을 인화하여 사진첩을 만드는 과정을 꽤나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조금이나마 쉽고 편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 부분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포토북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임의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템플릿 중에서 적합한 템플릿을 불러 사용하도록 한다.  

먼저, 다양한 모양의 포토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템플릿들이 필요하다. 한 

면에 들어가게 될 사진의 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템플릿이 필요하다. 

 

 

<그림#3 템플릿 예> 

 

 그림#3는 포토북 앨범의 템플릿 모형의 예시를 보여주는 예이다. 사람들이 포토북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자 할 때를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하여 생각하는 

것이 사진의 배치이다. 따라서 사진에 알맞은 Album Template을 찾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포토북의 프로토타입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EDIT Mode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기호를 적극반영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lookbaCk – Intelligent Photo Clouds width Filtering 

and Auto Generation of Photobook 

팀 명 DOO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3.0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15 of 55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 개발 내용 

위에 열거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서버와 로컬 부분이 있어야 한다. 

서버와 로컬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통신할 수 있는 통신방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openCV를 사용한 개발이 필요하고, 서버 내에 대용향 데이터를 저장, 

처리 하기 위해서 하둡이 필요하다. 즉, 간략하게 시스템 스택을 구성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그림#4 lookback System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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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부분인 클라이언트 부분을 살펴보면 Androi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Android 에서만 실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또한 페이스북의 Graph API를 이

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다. 

 

서버는 기본적으로 PHP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한다. PHP를 사용하여 shell_exec() 함수로 서버

에서 실행해야 할 명령어를 실행시켜준다. 또한, 중요 기능인 ‘필터링’을 서버에서 담당하게 되는

데 하둡을 통해서 DB에 저장된다. 그 외에 서버에서도 필터링을 구성할 openCV 기술과 위도, 경

도를 대표장소명으로 변화해주는 Google Place API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로컬에서 하나의 사진을 업로드 했을 때 시스템 스택에서 거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이 이해를 돕는데 빠를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로컬,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사진을 업로드 하게 된다. 사진을 업로드 하게 되

면 특정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사진이 저장되게 되고, 업로드와 동시에 각각의 사

진의 메타데이터를 담은 xml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다. 저장된 여러 개의 xml 파일을 

파싱하여 의미 있는 정보만 추출하여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만들게 된다.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

란 필터링할 때 사용하게 될 정보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텍스트파일을 가지고 하

둡의 Map/Reduce 알고리즘을 돌려 Date, Place, Person 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 되고 해당 디

렉토리에 각각의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 후에 사용자의 추가적인 정보, 즉 필터링에 대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현재 

Map/Reduce로 만들어진 디렉토리에 접근하여 필터링에 해당하는 정보만 추출하여 사진을 로컬,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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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시스템 기능 및 활용/개발된 기술 

 

지금까지 Lookback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들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해를 돕기 개발한 내용들을 설명할 순서대로 

요약 소개해보았다. 

  

첫째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 때의 서버 디렉토리 상태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

려고 한다. 사용자들이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내게 되고 이들을 서버 안의 여러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떠한 

정보들이 저장되게 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서버상의 디렉토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필터링 항목 중 ‘장소’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 ‘장소’ 필터링을 구

현하기 위해 Google API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왜 Google API를 사용하는지는 본문에 

자세히 나와있다. 

 

세 번째는 openCV를 활용한 얼굴인식 부분을 설명한다. 필터링 기능 중 ‘인물’을 기준으로 하

는 정렬을 구현하기 위해 openCV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네 번째로는 Hadoop Map/Reduce이다. 필터링 기능의 실제적 구현이 하둡에서 이루어지게 된

다. 하둡 Map/Reduce 알고리즘을 통하여 사진을 정렬 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Album Template의 구현이다. 원하는 사진들을 다 공유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리되었다면, 앨범을 생성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앨범에 어떠한 사진을 배치할지에 대한 자세한 

알고리즘과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Android Client의 작동 구현 및 애플리케이션의 UI에대한 설명으로 2절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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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디렉토리 : 서버 디렉토리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저장되는가? 

1) Imgs :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들과 그에 해당하는 meta-data 저장 

i. Faces : 얼굴 tag 저장을 위하여 인물들의 얼굴 DB를 저장.  

a. <user_id> : 각 사용자들의 아이디를 이름으로 폴더를 나눔. 

  (저장되는 파일 이름 -> <user_id>_face_#.bmp) 

ii. Rooms : 각각 개설된 방에 나타낼 사진 데이터들을 저장 

a. <room_id> : 개설된 방의 고유 ID를 이름으로 하는 폴더 

- Picture : 방에 업데이트 된 사진 저장. (파일 이름 : img_#.jpg) 

- MetaData :  Picture에 저장된 사진들에 대한 meta-data 저장. 

    (파일 이름 : img_01.jpg -> img_01.xml) 

- Filtered : Hadoop으로 정렬한 결과 데이터들이 저장 

          (파일 이름 : img_#.txt) 

 

2) MemInfo :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 

a. <user_id> : 각 사용자들의 ID를 이름으로 폴더를 각각 나눔. 

(파일 이름 : PersonalInfo.xml - 사용자에 대한 정보 기록.) 

 

3) Template : 앨범을 만들 때 사용 되는 템플릿 정보 저장 

a. 템플릿 속 사진의 개수로 디렉토리를 나눔(frame_1~_9) 

   (파일 이름 : template_#.xml(1~40개)) 

 

b. 텍스트만 존재하는 템플릿은 별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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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Google API 활용 

1) 사진 Meta-data를 통한 장소 정보 얻기 

i. Google Map API 활용 

사진 필터링은 사진의 Meta-data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

진에 대한 Meta-data 정보(날짜, 시간, 위도, 경도 등)를 XML파일로 얻어야 한다. 

이때 Meta-data에는 장소가 아닌 위도, 경도값으로 표시 되어있기 때문에 장소

를 얻기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Google Map API는 위도, 경도값을 이용해 

장소를 반환해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위도, 경도 정보를 통한 장소 정보 변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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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도와 경도의 표현 방식상의 차이  

위도와 경도 값을 대표되는 장소명으로 변환해주기 위해 GoogleMap API안의 

Google Place API를 사용한다. 이때 한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기본 사진 Meta-

data에 있는 위도, 경도의 값은 ‘도분초(DMS)’형식의 위도 경도 값이고, Google 

Place API에서 사용하는 위도 경도의 값은 ‘WGS84’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 도분초(DMS) 형식과 WGS84형식의 차이 > 

 

따라서 사진 Meta-data를 추출시 위도 경도의 ‘도분초(DMS)’ 형식을 

‘WGS84’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도분초(DMS) 형식을 WGS84 형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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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OpenCV 

1)개요 

- Face detection 

  : Face detection은 얼굴 인식의 전처리 단계로 입력 영상에서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것이다. 외양 기반의 Adaboost (Adaptive Boosting)를 이용, haar-like feature을 이

용하여 얼굴을 검출한다. 

 

 

 

- Face recognition 

: PCA(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 주성분 분석. 통계 및 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패턴인식방법)를 사용하였다. 얼굴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알아내야 하는데, 

데이터 간의 관계를 알아야 데이터의 특성을 뽑아낼 수 있다. 데이터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covariance matrix를 이용하였고, 데이터의 특성을 알기 위해 covariance 

matrix의 eigen value, eigen vector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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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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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cal 구동 

i. Local에서는 하나의 사진에 대해 face recognition을 실행하였다. 여러 사진에 대해 

face recognition을 하는 부분은 이후에 추가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사람얼굴에 

대한DB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부 DB를 사용하여 face recognition을 하였다. 외부 

DB는 총 40명, 한 사람 당 10장의 .pgm 파일을 갖는다.  

ii. 사진에서 Face recognition을 한 후, 사진에서 얼굴 정보를 얻어낸다. 

 얻어낸 얼굴 정보를 personInfo.txt에 저장한다.  

 

 

 

 

 

 

 

 

 

 

[얼굴정보]                           [좌표] 

 

 

 

 

 

 

 

 

 

[얼굴정보]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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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정보]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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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detection] 

 

 

[personInfo.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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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ver 구동 

i. 사진에서 Face recognition을 한 후, 사진에서 얼굴 정보를 얻어내고,. 

얻어낸 얼굴 정보를 personInfo.txt에 저장한다 

 

ii. 사진에서 Face recognition을 한 후, 사진에서 얼굴 정보를 얻어낸다. 얻어낸 

얼굴 정보를 하나의 String에 저장한다. 한 사진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얼굴 

정보(1)/얼굴정보(2)” 와 같이 ‘/’로 구분한다.  

 

iii 실행결과 

 

[Server에서 사용하는 DB] 

 

[얼굴 정보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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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대용량 분산 저장 및 분산 처리 시스템 : 하둡  

1) Hadoop Map/Reduce를 이용한 사진 정렬 

  :Map/Reduce는 하둡에서 실행 할 수 있는 특별한 알고리즘이다. 이 사용자 정

의로 수정된 Map/Reduce 알고리즘을 실행시킴으로 사진의 여러 데이터들을 하나

씩 분류할 수 있게 된다. 

 

i. 사진별 디렉토리 생성 순서  

- 서버에 지정된 폴더에 사진들을 업로드한다.  

- 자바코드를 사용하여 폴더내의 사진들을 읽어와 outputResult.txt.를 생성한다.  

- outputResult.txt 에는 인물, 장소, 시간, 경로등의 정보가 저장되어있다.  

- 생성된 outputResult.txt 를 Map/Reduce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  

- 적용시킨 결과는, 인물, 장소, 시간 명으로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각 디렉토리안에 

텍스트 파일이 하나씩 생기게 되며, 그 텍스트파일 안에는 해당 사진의 경로가 

찍히게 된다. 

 

ii. Map/Reduce Algorithm 

폴더내의 사진을 자바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xml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 Xml로 파싱을한 후 구글 API를 사용하여 기존 사진에 있던 

메타데이터정보인 위도 경도 값을 대표적인 장소명으로 반환한다. 반환된 

장소명은 다시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다.  

- 생성된 텍스트 파일 안의 태그정보들을 읽어 들여 최종적으로 

outputResult.txt를 만들어준다.  

- outputResult.txt가 입력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스트링을 한 줄씩 읽어오게 된다. 

스트링안에서 공백으로 문자열을 구분한다. 

     Ex) 1줄 : ‘이름명’ ‘파일경로’ 

        2줄 : ‘장소명’ ‘파일경로’ 

        3줄 : ‘날짜’   ‘파일경로’ 

- 각 줄의 첫 번째로는 단어가 디렉토리명이다.  

다음에 오는 단어가 경로가 되는데 경로는 각 디렉토리의 텍스트파일에 

저장되게 된다,  

- 각 텍스트파일에 있는 경로를 보고 사진들을 찾아가 출력해주면 필터링 기능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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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Reduce Algorithm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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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doop 실행과정 

 

 

                              <JAR,JAVA 코드 업로드> 

 

자바 코드를 수행하려면 먼저 서버에 자바코드를 JAR형식으로 만들어 올려준다.  

 

 

                               <finalResult.jar 코드 실행 후> 

 

자바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XML 폴더와 outputResult.txt 가 생긴다. XML 폴더내에는 xml 파일들이 

저장되어있고, outputResult.txt.에는 xml 파일에 있는 결과값들을 outputResults.txt 에 

저장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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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 Reduce 코드 실행>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Map Reduce 코드를 실행시킨다.  

 

       <디렉토리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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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디렉토리는 사진의 날짜명, 장소명, 이름명으로 각각 생성되게 된다. 

 

 

 

 

<하둡을 이용한 디렉토리 , 파일 생성> 

 

하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정렬하게 되면 디렉토리들이 생성되게 된다. 디렉토리 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이 date 폴더에는 날짜에 관련된 txt 파일들이 저장되고, place 폴더에는 장소정보가 

저장되어있는 txt 만 저장된다.  person 폴더에는 인물정보가 저장되어있는 txt 들이 저장된다.  

각 txt 에는 사진의 경로가 저장되어있다. 필터링을 위해 해당 사진들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txt 에 사진경로를 저장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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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Album Template 

1) Find the Frame of Album Algorithm 

             : 포토북 앨범을 생성 할 때 사진에 맞는 템플릿을 찾아주는 알고리즘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포토북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마음

에 드는 사진들을 알맞게 배치하는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보편화 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보편적인 포토북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림#5 프레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xml폴더> 

 

그림#5는 서버에서 앨범 프레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xml폴더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

다. 각 frame폴더에는 앨범을 구성하는 템플릿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xml들이 저장되

어있다. 

이렇게 이미 정의되어있는 템플릿을 만들어놓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합한 템플릿을 선

택해 자동으로 템플릿 안에 사진이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 자동으로 앨범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둡을 통해 필터링하여 선택된 사진의 개

수를 새서 2로 나눠주는 작업을 한다. 2로 나눴을 때 10보다 큰 값이 나오면 다시 2로 나

눠줌으로 몫이 10보다 작도록 해준다. 그리고 짝수를 2로 나눴을 때, 즉 트리구조에서 

sibling들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의 값을 한번 더 2로 나누어 줌으

로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을 적용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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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 그림#6 사진 갯수별 프레임 수> 

 

포토북 앨범에 넣고 싶은 사진의 개수가 21일 경우 그림#6과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다. 예를 들어 21개의 사진을 프레임에 넣고 싶을 경우 숫자가 2, 3이 될 때 2개의 프레임

이 있는 곳에 2개의 사진을 넣어주고 3개의 프레임이 있는 곳에는 3개의 프레임을 넣어

주게 된다. 

 

더 정밀한 사진 정리를 위해서, 템플릿 안의 하나 하나의 프레임 또한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템플릿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수를 정해놓아 그 숫자에 맞

는 사진들만 입력값으로 받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아래와 같

이 인원수 별로 사진을 한 번 더 정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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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7 필터링 사진 > 

그림#7에서는 필터링되기 위한 사진들이 정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예시에서와 같

이 사진의 개수가 21개일 경우 날짜가 같은 경우의 사진들을 모아주고, 날짜와 장소가 같은 사진

들을 분류한다. 또한 인원수가 0인사진과 1인사진, 2인사진, 3명이상인 사진은 다수로 생각하고 정

렬한다.   

이렇게 사진의 인원수를 알 수 있을 때 아래와 같이 프레임에 사진이 들어가는 것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8 프레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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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개수가 21개였을 때 나온 경우의 수는 2, 3, 5, 5, 6 이었다. 2일경우, 2개의 프레임만 설

정되어 있는 템플릿xml파일이 있는 Frame2로 검색을 한다. Template_5.xml의 사진 프레임 정보들

은 그림#8와같다. 각 프레임을 상위 프레임폴더와 혼동하지 않게 임의로 F1, F2라 하겠다. F1은 

인원수가 2명인 사진만이 저장되고, F2에는 인원수가 0인사진만 저장이 된다. 최종적으로 

Template_5.xml에는 1.jpg와 4.jpg가 저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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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Android 

1) Android 기반 Application   

 

1. Facebook API 

i. Facebook Login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로그인  

ii. Facebook API를 사용하여 Friend list 작성  

iii. Facebook 의 자신의 고유 id 번호를 본 Application의 identity로 사용 

  

2. OpenCV 

i. OpenCV를 이용하여 Application 최초 접속 시 개인의 사진첩의 사진을  

기반으로 얻은 얼굴 데이터를 분류하여 본인의 얼굴 Data를 서버에 전송 

.  

3. Android 페이지 

i. 친구 

1. Facebook API를 이용하여 Friend List 출력  

ii. 방 

1. 생성 : Friend list 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사진을 공유할 방 개설  

2. Identity : 방을 새로 개설 할시 고유 identity를 생성하여 서버와 연동  

3. 사진 업로드 : 방의 Identity와 사진 제공자 ID를 사진의 metadata에  

추가하여 서버에 전송  

4. 입장 : 공유한 사진 출력 (필터링 기능(시간, 장소, 인물))  

5. 앨범 생성 : 방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필터링 한 후 앨범 생성 가능  

- 정렬된 사진에 따라 앨범의 템플릿에 맞추어 자동으로 앨범 생성  

- 각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앨범 템플릿의 날짜와 장소 기록  

iii.앨범 

1. 진열 : 생성한 앨범 진열 (앨범 데이터 자체는 서버에 존재)  

2. 공유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친구 ID를 지정하여 공유  

3. 공개 :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지정한 친구에게만 공개 범위 설정  

4. Photo Book 제작 : Photo Book 회사와 협력하여 제작된 앨범을 실제 

포토북으로 제작  

iv. 설정 : 기본 필터링 지정, 도움말, 프로필, 버전, 제작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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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droid Client의 작동 구현 

           : 각 기능을 수행할 때 서버에 데이터를 Save & Load 하는 방식 구현 

i. Login 

 

 

< Login시 시스템 동작구조 및 사용 디렉토리 구조 > 

 

1) Login시 처음 접속한 계정인지 판단. ( 계정은 Facebook 계정을 이용. )  

 

2) 최초 로그인의 경우서버 디렉토리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업로드. 

a. 사용자의 얼굴 정보 업로드 

i. Imgs – Faces – <user_id>디렉토리에 사용자의 Facebook ID를 이름으로 

한 디렉토리를 생성. 

ii. 디렉토리에서 Android Client의 앨범에서 openCV를 통하여 추출한 사용자

의 얼굴 데이터를 저장. 

b. 사용자의 정보 업로드 

i. MemInfo – <user_id>디렉토리에 사용자의 정보를 xml파일 형식으로 저장. 

 

3) 사용자의 ID를 통해 Facebook graph API로 사용자의 Friend List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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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oom 

 

< Room에서의 시스템 동작구조 및 사용 디렉토리 구조 > 

 

 

1) MemInfo – <user_id> 디렉토리에서 현재 사용자의 정보를 읽은 후 사용자가 속해

있는 Room의 ID를 list로 출력. 

 

2) “새로운 방 추가” 버튼 클릭 시  

a. 새로 생성할 방의 정보 (방 이름, 업데이트할 사진 기간, 방을 공유할 친구 목

록)를 입력함. 

b. “방 생성” 버튼 클릭 시 새로운 방에 대한 정보를 xml파일 형태로 정의하여 

Imgs – Rooms - <room_id> 디렉토리에 Upload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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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의 방(사용자가 속해있는) 목록” 클릭 시 

a. Imgs – Rooms - <room_id>- <Pictures> 디렉토리에 저장 되어 있는 방에 

업로드 된 이미지들을 서버로부터 전송 받음. 

b.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이미지들을 QuiltView로 display함. 

i. QuiltView는 Android Layout 중 GridLayout을 확장한 UI 

c. “사진 업로드” 버튼 클릭 시 

i. Android Client의 Album을 load하여 방에서 정의된 날짜 기간만큼의 사

진들이 보여지게 됨. 

(Multiple CheckBox를 사용하여 한번에 많은 사진들을 선택할 수 있음). 

ii. 선택된 사진들은 Server의 Imgs – Rooms - <room_id>- <Pictures> 디

렉토리에 저장이 되고, 각 사진들에 대한 metadata는 사진의 이름으로 

한 xml파일에 정의하여 의 Imgs – Rooms - <room_id>- <MetaData> 

디렉토리에 저장. 

( Server에서 Hadoop으로 정렬할 때에는 metadata안의 xml파일의 정보

들을 사용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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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lbum 

 

 

< Room에서의 앨범생성시 자동으로 포토북이 만들어진다 > 

 

1) 필터링 된 이미지들(원하는 사진을 선택)로 부터 자동으로 포토북 생성 

. 

2) 포토북 구현 기능들 

a. ViewPager 

i. 각 페이지마다 사진 배열을 볼 수 있게 Android API 중 ViewPager 사용.  

ii. 각각의 페이지를 touch interaction을 사용하여 넘겨 볼 수 있음. 

iii. Ex)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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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ullToRefresh View 

i. 서버로부터 사진들을 다운로드시 네트워크나 이미지 파일의 용량 때문에 발

생하는 속도저하 문제 해결. 

ii. 한번에 포토북의 모든 사진들을 다운로드 하면 앨범로드 시 많은 시간 소요.  

iii. 한번에 3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미리 cash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

지를 load할 시 해당 페이지의 사진들을 download함.  

iv. Ex)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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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sked View 

i. 이미지를 템플릿에 해당하는 layout으로 표현 하기 위해 masked Image 

View를 사용. 

 

ii. Original Image를 나타낼 부분만을 투명하게 처리한 Mask image를 Original 

image위에 덮어 씌움. 

 

iii. Ex) 예시 이미지 

 

3) Touch Interaction 

 

a. 자동으로 생성된 앨범을 사용자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Masked Image 자체의 위치, 크기, 회전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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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iltering 

 

 

 

< Filtering 을 통해 원하는 사진만 뽑아낸다 > 

 

1) 하둡을 통해서 date, place, people 로 나뉘어진 디렉토리 안에 각각 해당하는 텍스트 파

일이 저장 

 

2) 사용자에게 필터링 정보를 받아온다.  

i. UI를 통해 입력되는 필터링 정보는 시간, 장소, 인물 이렇게 세 가지이다.  

 

3) 사용자가 선택한 필터링으로 date, place, people 디렉토리를 뒤져 필터링에 해당되는 텍

스트 파일들을 out.txt 파일에 다 넣는다.  

 

4) 사진의 경로가 저장되어 있는 out.txt 에 저장된 최종 텍스트 파일로 해당 경로에 있는 

사진을 로컬, 스마트폰에 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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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버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진은 필터링이 되기 이전의 

사진들이다. 

좌측 하단에 빨간색 ‘+’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터링 옵션 버튼

이 나타나게 된다. 

옵션에서 필터링 기능의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의 왼쪽에 필터링

이 가능한 조건들이 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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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의 옵션이다. 가장 위에서

부터 시간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옵션, 그 밑에는 사진에 있

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

고, 그 인물들 중에서 필터링을 

원하는 사람을 체크하면 필터링

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사진을 찍은 장소가 나오게 되

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장소를 

체크하면 필터링이 가능하다. 

필터링 이후 나온 결과물이다. 국민대와 휘닉스파크

를 장소로 설정을 했고, 우리 DOOR 조의 사람들을 

선택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른 조의 사람들도 있었

지만 필터링 이후에는 DOOR 조의 멤버는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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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I(User Interface)  

[ 로그인 & 친구목록 ] 

 

 

 

 

 

 

 

[ 방 목록 ]  

 

 

첫 로그인 페이지 화면 입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친구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중에서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에는 기존 페이스북 친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Room 페이지 입니다. 

방을 생성하거나 현재 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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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링 ]  

 

 

 

 

 

 

  

기존 방 목록을 클릭하면 

방 정보 보기, 초대하기, 나가기 버튼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현재 방의 들어와 있는 멤버들과 

자신이 방에 올린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위의 사진에서 하단의 + 버튼을 누르면 메뉴들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버튼을 누르면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필터링 방법을 통해 원하

는 사진으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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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 

 

 

 

 

 필터링 된 사진들을 이용해서 앨범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템플릿이 적용되어 앨범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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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결과 

3.1 서버와 하둡 Map/Reduce 

1) 나의 사진첩에서 사진을 선택하여 서버에 업로드한다. 

Room_id 안에 Picture 디렉토리 안에 사진이 올라가게 되면 GetImgXml.jar 이 실행되며 

이 실행코드의 결과값으로 Room_id 안에 Metadata 디렉토리 안에 해당사진에 대한 xml 

파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업로드 하는 동시에 xml 파일이 생기게 된다.  

 

 

<실행 결과> 

 

2) Metadata 안에 xml 파일이 업로드 된 사진의 개수만큼 생기게 되는데, 이 xml 파일들을 

input 값으로 받아 xmlout.jar 이 실행되게 된다. 결과값으로는 outputResult..txt 가 생기

게 되는데 이 텍스트 파일이 하둡 Map/Reduce의 입력값이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lookbaCk – Intelligent Photo Clouds width Filtering 

and Auto Generation of Photobook 

팀 명 DOO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3.0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50 of 55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실행 결과> 

 

3) outputResult.txt 파일을 입력값으로 받아 하둡 Map/Reduce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행한 결과물이 Filtering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게 될 date, place, person 디렉토리가 생

기가 되는 것이다. 이 디렉토리 안에 각각의 필터링 별로 하나씩의 텍스트 파일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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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같은 이름의 텍스트파일 일 때는 덮어쓰기가 된다.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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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실용성 및 우수성 

4.1.1  실용성 

본 프로젝트의 개요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진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사진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

정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많은 사진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찾아준다면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

이 데스크톱을 사용한 작업이 아닌 스마트폰을 사용한 작업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진을 정리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포토북을 만들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 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예쁜 포토북

을 제작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4.1.2  우수성 

그림 # 에서 보인 것과 같이 사진을 관리하고 정제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이 한두 가지씩 빠져버린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공유와, 인물, 장소, 시간 별 필터링 기능, 그리고 포토북을 제작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강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4.2 현실적 제한 

4.2.1  포토북 제작 회사와의 제휴 문제 

포토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포토북 관련회사와의 제휴의 문제가 있다. 포토북을 제작할 때

에는 전문적인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학부 수준에서의 제휴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들 요소들을 완벽히 구현한 후에 제휴회

사와의 연결을 시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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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물리적 데이터공간의 한계 

사진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빅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내에서 제공받은 

한정된 서버를 사용하여 빅 데이터의 완벽한 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

후에 대용량 서버를 구축하여 보완 및 수정할 계획이다.  

 

4.3 기대효과 및 발전 가능성 

4.3.1  기대효과 

Lookback 은 보다 많은 사용자가 사진 관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제작되었다. 또한 포토북을 만들고는 싶은데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토북을 간편하게 제작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전처럼 카메라가 있어야만 사진을 찍는 시대는 지나갔다. 필름을 통해 사진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또한 사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lookback 이 그러한 사진들을 보다 손쉽게 정리하고 관리하여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앨범을 보다 깔끔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누구나 특정 사진들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이다. 수 많은 사진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Lookback 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 장소, 인물만 알고 있으면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사진들을 얻을 수 있다.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사진들을 앨범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꾸미고 싶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시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을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Lookback 은 포토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버튼 클릭 

한번이면 나만의 포토북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Lookback 은 사진 관리의 편리함과 포토북이라는 아날로그적 향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계획하고 개발하였다. 사진을 즐겨 찍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이쁘고 

깔끔해진 자신들의 앨범을 기분 좋게 보며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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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발전 가능성 

더 나아가 개발한 기술을 스마트폰의 사진만을 입력 데이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나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에도 본 프로젝트의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보다 광범위한 

사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망한다.  

 그리고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 밴드 같은 대기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시켜 더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프로젝트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을 경우, 서버상에 

수십 만장의 사진과 그 사진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 정보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좋은 장소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서 한 여행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위치정보를 서버에 알려주면, 서버는 그 

여행자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찍힌 사진들을 여행자에게 보여주고 명소나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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