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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세계음악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된다. 

사용자가 음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자가 들은 기록들의 특징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추출된다. 상기 특징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증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다른 특징과 연관된다. 사용자는 플레이리스트의 자동 생성용 음악 수

집의 일조의 특징을 특화할 수 있다. 상기 플레이리스트는 그 후 더 편집될 수 있는 바 플레이리스트 생성용 버튼의 

기능을 재-맵핑함으로서 기록들의 재생하기 위해 설계된 소수의 버튼과 제한된 디스플레이로 된 장치에서도 가능하

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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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1. 8. 27에 폴 퀸 등에 의해 일련번호 60/314,664호의 출원된 장치용 플레이리스트 및 음악관리란 제

목의 미국 가출원에 우선권 주장된 것이다.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플레이리스트 및 음악 관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음악 정보 서비스용 네트워

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집된 집합 음악 청취형 데이터에 기초하는 마무리된 청취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배경기술

지난 수 년 이상, 다수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는 가정, 차 및 이동장치에서 음악을 트는 구매자 전자 장치가 개시되

었다. 상기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및 장치들에서 미디어 컬렉션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미디어 관리의 일

형태는 기록과 녹음재생의 순서를 결정하고 선택할 플레이리스트(방송 예정 음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플레이리스트는 컴퓨터나 다른 녹음 재생가능한 장치에 의해 접속된 컴팩트 디스크(CD), 또는 영구적이거나 제거 가

능한 저장 미디어 상의 오디오 파일과 같은 앨범상의 노래 또는 트랙의 기록의 집합체이다. 상기 플레이리스트는 녹

음재생을 위하여 상기 트랙을 선택하거나 기록하여 단일 CD와 연동될 수 있고 상기 장치가 자동적으로 일 CD와 다른

접속을 할 경우 다중 CD 또는 일부 다른 저장 매체상의 오디오 파일과 연동될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는 연관된 테마

나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유사성을 구비한 일 이상의 특징으로 된 음악으로 구성된다. 플레이리스트의 예로

서, 비틀즈, 70년대 록음악, 어쿼스틱 기타 솔로, 죤 세바스챤 바흐와 같은 특별한 아티스트에 의해 수행딘 음악과 적

합한 취향에 따른 10대 소녀에 의해 연주된 음악, 청취자에 의해 연주된 음악 등을 포함한다.

플레이리스트는 개인 컴퓨터나 구매자 전자 장치에 의해 접속 가능한 미디어에 저장된 기록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노

력을 최소화한다. 부가적으로 플레이리스트는 청취자가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즐기는 오래된 기록들에 관하여 듣는 

청취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발견된 음악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선호도를 

갖는 음악과 조합된 사용자들에게 소유된 기록에서 음악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리스트는 인위적, 자동으로 또는 자동 및 인위적 단계의 조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인위적 플레

이리스트는 전문가나 청취자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CD와 같은 앨범은 기록아티스트나 CD 발생사에 의해 생성된 플

레이리스트와 음악 기록의 조합을 포함한다. 또한 디스크 자키(DJ)가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고 때때로 공표한다. 인

위적인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한 관련자는 일 이상의 개인이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지만 개인은 자신의 플레이

리스트를 생성하여 소비하게된다. 전문가에 의해 생성된 플레이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불만족하는 거대 시장

에 목표를 한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하기 설명된 특성과 같은 가중된 특성

의 조합을 사용한다. 자동적으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양의 음악이 개인의 적은 노력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알고리즘은 특성 및 정의에 의해 제한되고 특성에 대한 할당 가치가 매우

시간 소비적이다. 특성을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은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할 만큼 정교하지 않다. 일반적인 공동제

작 필터링 기술은 최근에 만들어진 음악에 잘 동작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의 단점을 극복하는 일 방법은 인위적으로 상기 플레이리스트를 '편집'하는 것이다. 

이는 자동 생성 플레이리스트와 인간의 선택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 생성 플레이리스트의 기존 기술은

저급하여 초과적인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플레이리스트를 야기한다. 특히 상기 편집이 일반적으로 사용에 서투른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구매자 전자 장치 상에서 수행되는 경우 특히 불만족스럽게 된다.

자동 생성 플레이리스트에 사용된 특징은 4가지 형태로 장애가 될 수 있다:

본질목적특징(Intrinsic Objective Attributes, IOAs) - 음악의 의미, 의미 내용 또는 작곡자나 연주자의 내용에 관한 

주제적 해석에 대한 리소스가 없이 상기 음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될 수 있는 정보. 예로서 비트 텍스처(또는 템

포) 및 리듬의 언어를 포함한다.

본질주제특징(Intrinsic Subjective Attributes, ISAs) - 기록된 음악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해 

필터를 통한 후에만 추출되는 정보. 예를 들어 장르 및 아티스트의 조화 EH는 부조화를 포함한다.

부대목적특징(Extrinsic Objective Attributes, EOAs) - 기록된 음악내에 포함되지 않고 인간의 해석이 필요없는 정

보. 예를 들어, 아티스트 이름, 트랙 및 앨범명 또는 트랙이 가장 유명한 장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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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주제특징(Extrinsic Subjective Attributes, ESAs) - 기록된 음악 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일반적으로 ESAs는

음악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관한 데이터이다. ESAs는 또한 음악의 구매자 및 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데이터

로 확장할 수 있다. ESAs의 예는 비평, 음악구매자의 사이코그래픽을 포함한다.

모든 형태의 보다 낳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은 보다 낳은 특징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징을 향상하면서,

전문가와 개인은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를 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고 알고리즘은 보다 높은 수준의 플레이리스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자동 및 인위적 기술의 복합물을 사용하여 생성된 플레이리스트는 덜 수고하고도 높은 

품질을 갖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향상된 알고리즘과 플레이리스트를 인터페이스하는 보다 나은 방법은 보다 바람직

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측면은 수많은 청취자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의 해 플레이리스트 생성을 위한 특징을 만

드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플레이리스트 생성을 유용하게 하는 자동 생성 특징상에 구현하는 방법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청취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생산하는 자동 플레이리스트 생성용 알고리즘

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 장치에 플레이리스트를 전송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지역적으로 플레이리스트 및 기록을 관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계속적으로 표준과 관련되도록 유연성을 보유하는 동안 데이터, 특성 

발생 및 플레이리스트 생성을 출력 컴퓨터 시스템 및 장치와 통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아티스트, 트랙, 앨범의 인기도, 청취자와 아티스트의 장소 및 언어와 장르, 아티스트, 트랙 

간의 조화성을 자동 결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특징 발생 및 플레이리스트 생성용 데이터 수집시 누락 및 지지 오류를 탐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 공여자가 익명이 되도록 데이터를 집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사용자간에 조화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음악의 인기도의 지시도를 읽도록 탐색하는 것이다.

상기 측면들은 사용자가 보유한 기록과 srhksfus된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집합시키는 단계; 상기 기록들의 

특징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특징 및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얻어진다.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측면 및 장점들은 함께, 하기 보다 상세히 설명되고 청구되는 바와 같이 구성 및 동

작의 상세한 설명에 있고 본 명세서의 일부로 구성된 첨부 도면이 참고되며 여기서 수식은 일부분과 같이 언급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의한 데이터의 수집, 특징 발생 및 플레이리스트의 생성의 기능적 블록 다이어그램.

도 1B는 본 발명에 의한 데이터 클랜징 과정의 흐름도.

도 2는 기록들로부터 추출한 오디오 지문을 사용하여 지문 오류 수정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3은 아티스트 및 제공자의 언어를 경정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4는 사용자 제출 데이터베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장르와 출력된 장르가 일치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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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는 음악 인식 요청을 로깅(logging)용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5B는 정기적으로 요청 로그를 익명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6은 '음악류'로 명명될 수 있는 적합한 사용자 군을 확인하는 방법의 기능적 블록 다이어그램.

도 7은 트랜드세트러(trendsetter)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기능적 블록 다이어그램.

도 8A 내지 8C는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흐름도.

실시예

본 발명에 의한 향상된 플레이리스트 생성은 년간 수백만명의 사용자의 음악 청취 행동을 집합한 것에 기초하여 플레

이리스트를 생성하도록 전세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기 설명하는 시스템은 본질 또는 부대 및 

목적 또는 주제의 4가지 형태의 특성을 수집하는데 사용된다.

때때로 기초 음악 메타데이터는 CD 명칭, 아티스트 이름, CD상의 각 음악의 명칭 추가적으로 음악 장르를 확인하는 

CD 텍스트로서 콤팩트 오디오 디스크로 제공된다. 디지털 오디오 파일이 오디오를 '떼어(rip)'내고 이를 디지털 오디

오 팡이로 전환하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될 때, 이러한 정보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메타데이터 태그로

기록되어지고 또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파일명의 일부로서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음악 메타데이터가 CD에

서 CD 텍스트로서 제공된다면, CDDB와 같은 인터넷-기반 음악 정보 서비스는 확인되도록 사용되고 그 후 CD에 관

하여 기초 메타데이터가 제공된다.

많은 음악-플레잉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매번 사용자는 CD나 오디오 파일을 동작시키고 전화 또는 지속적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음악 정보 서버에 음악 정 보가 연결되어야 한다. 상기 서버는 동작된 CD나 디지털 음악 파일을 확인

하고 사용자에게 음악에 관한 기초 메타데이터를 돌려보낸다. 동시에, 상기 요청이나 요청에 대한 다른 관련 정보에 

의해 확인된 앨범이나 디지털 오디오 파일은 후에 분석되어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는 본질 및 부대 특성을 생

성되도록 진행될 수 있고 디지털 오디오 파일과 관련된 기초 메타데이터를 완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세계적인 음악 정보 시스템의 일 예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위치한 그레이스노트사의 CDDB 시스템이다. 상기 CDD

B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한 CD나 디지털을 동작시키고자 한다면 상기 시스템은 기초

메타데이터로 돌아가지 않고 사용자가 후위 확인을 위해 기초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상기 요청된 기초 

메타데이터는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음악명, 발행일, 및 음악의 일차, 이차 장르를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는 그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알고리즘적으로 검토가 수행되는 음악 정보 서버에 되돌아간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상기 절차의 처음부분이다. 모든 데이터는 저장되어야 하고 플레이리스트를 생

성하고 음악 콜렉션을 관리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이나 장치에 의해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있어서, 인터넷-기반 음악정보 서비스는 본질 및 부대특성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CD나 음악이 확인될 때 기초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징을 생성하고 플레이리스트를 생성는데 사용되는 정보는 출구 데이커베이스로부터 얻을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나 사용자(클라이언트) 장치( 개인 컴퓨터나 구매자 전자장치)에서 자동 발생된 데이터는 인터넷과 같

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연결가능하게 된다. 정보는 클라이언트에게 동작되는 일부 기록 중 네트워크에 연

결되는 서버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구매자 플레이리스트의 생성에 사용하는 특징을 생성하는 비중이나 알

고리즘을 개발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특징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특징은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생성되고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도록 서버에 저장된 정보로부

터 얻어지거나 유래되는 특징과 조합될 수 있다.

특징 생성에 관한 하기 설명된 기술에 부가하여, 출구 데이터베이스 내의 음악의 모든 특징이나 특징을 생성하기 원

안 공지의 기술은 본 발명에 의한 플레이리스트 생성용 특징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CT 출원 공고 

WO01/20609 및 관련 미국 출원 09/556,086 및 60/153,768과 여기서 참조문헌으로 인용된 것에서 개시된 인간 인

식에 기초한 음악 검색방법은 본질목적특징을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박자(tactus)는 음악속도의 인간의 

인식이란 점에서 음악에 관한 박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지의 기술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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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 디스크 및 오디오 파일을 동작시키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음악 청취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는 출구 시스템이 있다. 가까운 장래에 보다 많은 구매자 전자장치는 청취자에 행동에 관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하여 인터넷이나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청취자의 성향의 데이터 수집 방법이

많이 공개되고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6,330,593과 이에 참조문헌으로 인용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광

범위한 음악의 청취자 성향을 담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간 전세계의 수백만 사용자의 음악 청취 습관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지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누락과

직권상의 오류를 포함하는 사용자-제공 데이터에 의존한다.

본 발명에 일 실시예에 의하면, 사용자-제공 데이터와 같이 오류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일반 문의 통계를 형성

하기 위해 이종(그러나 동종) 문의를 전달하도록 시도하는 일 조의 발견적 학습(heuristics)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발견적 학습은 예를 들어 특정 기록(예, 'Beattles'나 'beetles'의 정확한 단어를 결정하는 자료들을 확인하고 동일한 

자료들 예를 들어 'Beattles'와 'Beatles' 및 'Fab Four'와 'Beatles'와 같은 동일 자료들에 대응하는 다른 단어 변형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콤팩트 디스크건 디지털 음악파일이건 간에, 틀라이언트 장치에서 음악 정보 서비스로 

기록 정보의 요청은 '충분한 유사함'이란 요청이 조합된 통계를 조우하는 경우 퍼지 일치형을 사용하여 유사성을 판단

한다. 유사하다고 발견되었으나 자동 조합된 것이 충분히 유사치 않은 요청은 정확한 아이템을 확인하도록 요청된 사

용자에게 되돌아 갈 수 있다. 상기 사용자가 음악정보 서비스에 정확한 아이템의 확인을 되돌리면 상기 유사 아이템은

'잠재적 유사'라는 표시를 한다. 충분한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한 후 상기 아이템은 '추정된' 일치로서

확인하고 '유사'군 퍼지 일치 내에 포함된다.

도 1A는 도 1B에 도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제공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텍스트 102는 데이터 로드 처

리 106에 의해 수신되고 인터페이스 테이블 111 내지 114 및 인터페이스 필터 116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테이터베

이스 110내에 저장된 사용자 체공 기록 104를 형성하고 테이블 114 내지 114 내에 표준화된 데이터를 유효화하며 

번역한다. 인터페이스 처리 118은 텍스트 102와 컴팩트 디스크의 다음 데이터 : 콘텐츠 테이블(TOC) 123, 앨범명 1

24, 트랙명 125, 아티스트 이름 126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타 데이터베이스 120과 일치시키고 병합한다.

도 1A 및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필터 처리 116은 사용자에 제공된 아티스트 정보가 아티스트의 출구 

데이터베이스와 아티스트 이름을 포함함으로서 유효한 철자를 구비하는지 여부를 결정 132 한다. 만일 일치점이 없

고 아티스트의 다른 철자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결정 134 되면,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철자는 갱신 136된다. 아티스

트의 다른 철자가 발견될 경우 사용자는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에 없는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

로운 기록이 생성 138된다(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상기 새로운 기록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 및 콤펙트 디스크

의 TOC와 같은 관련되거나 기록으로부터 추출된 정보에 기초한 데이터로 저장된다. 유효한 아티스트의 철자가 다른 

철자 확인 134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얻어지는 경우 발견적 학습이 적용 140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텍

스트 102가 영어로 확인되는 경우 표준 규칙은 제목 내의 단어의 첫 자의 대부분을 대문자화하는데 적용되거나, 알려

진 무효 단어 또는 문자열은 이들의 단어나 텍스트열이 의뢰에 의해 차단된다(예를 들어 'Track 01', 'QWERTY', 'Q

WE', 'RTY'). 상기 텍스트 102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적합한 대문자화나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다음, TOC,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트랙명 및 다른 EOAs와 ESAs가 등록될 수 있는 충분하 수의 등록만큼 유사한지

결정 142한다. '충분한 수'는 기록의 일기도에 좌우된다. 만일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에 출구 기록과 유

사성을 구비하여 충분한 수가 있다면 TOC는 부가 144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록이 생성 138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에 저장된 부대목적트징내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본질목

적특징을 사용한다. 본질목적특징은 2002. 7. 22.에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10/200,034 및 여기서 인용된 문헌에 공개

된 트랙 기간과 같은 TOC 정보 또는 안전해시 알고리즘으로 압축된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또는 기록에서 추출된 지

문에 기초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장치 140(개인용 컴퓨터나 구매자 전자장치)은 텍스쳐 메타데이터 102를 제공

하고 텍스트에 저장하기 위해 지문 142와 일 이상의 서버 146내의 지문 데이터베이스 144를 추출한다. 텍스쳐 메타

데이터 102는 도 1의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110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및 트랙명을 포함한다

. 부가적으로, 텍스쳐 데이터는 트랙이 기록되거나 앨범이 출시된 날짜나 다른 데이터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치되

는 지문을 구비한 다수의 기록이 텍스트와 지문 데이터베이스 144에 저장될 때, 일치하는 지문과 함께 입력이 부분집

합 148은 생성되고 정확한 철자의 아티스트 이름 및 명칭(예, 'The Beatles'), 부정확한 철자의 아티스트 이름 및 명

칭(예, 'The Beatles' 대신 'The Who') 및 랜덤한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철자 및 일자의 변화는 카테고리 당 하나의 철자로 목록화되고, 개연성 밀도 기능을 만들어 일반화

하고 바 그래프 150 내지 153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일련의 정보를 가장 큰 개연성에서부터 적은 개연성으로 순위

화한다. 선택 알고리즘 155 내지 158은 가장 정확한 아티스트 이름, 트랙명, 앨범명, 일자 등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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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아이템의 개연성 크기에 기초하는 바, 상기 아이템은 예를 들어 아티스트 철자, 상기 데이터 아이템 또는 철자

의 의 전체 빌생 수 및 다른 아티스트 철자와 같은 데이터 아이템의 차선 개연성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다른 변형 가중

치는 각 데이터 형태의 오류 특질과 특질내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각각에 알고리즘 155 내지 158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선택된 데이터 아이템은 갱신 160되거나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에서 재-라벨 입력된다. 주 메타데

이터 데이터베이스 120과 텍스트 및 지문 데이터베이스 144는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데이

터베이스를 데이터 처리단계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식으로 분리된 바와 같이 도 2에 나타나 있다. (데이터의 정확한 

확증)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에서 인간의 편집을 가능한 한 포함하는 상세한 승인이 제공된 후 기록은 정확한

지 결정될 수 있고 '설치(lock down)'된다. 상기 기록 때문에, 사용자 제공 데이터 102와 일치 지문을 구비한 주 메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내의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되어도 사용자로부터 사운드 기록의 입력은 '설치'된 기록으로

부터 메타데이터로 부여된다.

사용자와 다른 정보 소스에 의해 제공된 텍스트 102는 추가적인 목적, 주제, 본질, 부대 특성을 얻기 위해 처리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처리의 예는 장르관련 정보(ISA), 가사의 언어를 추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제공된 텍스트에 사

용된 언어(IOA), 사용자의 위치(EOA) 등과 같은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 내에 현대 저장되지 아니한 앨범에

관한 정보를 위해 처리된다. 사용자의 위치 및 장소는 사용 언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클라이언트 장치 140과

서버를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 상의 네트워크 주소 또는 다른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거의 모든 주 메

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에 대한 제공 또는 다른 사용자의 접속은 지역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포괄 

장소(generic locale)가 다른 부대 목적 특성으로서 아티스트에게 부여될 수 있다.

장르는 음악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칭호이다. 장르명은 청취자나 음악 창작자로부터 유래되며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이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진 의미나 부장르를 생상하도록 한다. 예로서 '클래식'은 바로크, 로맨틱, 오페라 

등의 부장르를 가지며 이탈리안 오페라와 같은 부-부장르를 갖는다. 장르의 다른 다수의 예는 하기 장르 맵 표에서 

기록하였다.

많은 장르들은 지속적으로 클래식음악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심지어 클래식 음악조차 항상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특히 새로이 작곡된 심포니 종류에 그러하다. 더 나아가 장르는 계속해서 새로 생기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소수의 장

르만을 알고 있다. 또한 다수의 다른 기관들은 장르의 목록을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분류하거나 동일 장르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만드는 바 하나의 기관에서의 장르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르와 중복될 수 있다. 또한 장르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은 40년전 '컨트리'로 간주된 음악은 오늘날의 '컨트리'음악과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장르는 아티스트, 앨범 또는 트랙에 대한 다른 수준의 입도로 적용될 수 있고 개인 아티스트, 앨범 또는 트

랙은 일 이상의 장르로 고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상기 언급된 장르와 관련된 문제점은 트랙, 아티스트 또는 앨범에 대한 가장 인기있고 일정한 장르를

결정하는데 투표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맡길 수 있다. 바람직하게, 장르는 계층적으로 사용자나 그룹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관련 장르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텍스트 102에 포함되며 새로운 

장르가 출력 장르의 내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탠(tan)' 및 '그레이(gray)로 설명될 '비

스크(bisque) 및 '게인스보로(gainsboro)와 같이 비교적 덜 알려진 색 이름으로 분류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트랙, 아티스트 또는 앨범의 가장 적절한 장르는 사용자 제공 102의 주 메타데이터 데

이터베이스 120에 기초한다.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 내에 저장된 트랙에 대해, 투표 방법은 몇 가지 문턱(t

heshold) 이상의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문턱은 예를 

들어 트랙을 우해 제공된 사용자 요청의 수와 같이 트랙의 인기도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즉, 1차 장

르는 선평가되거나 발견적 학습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는 투표 기준에 기초한 아이템을 위해 일 장르를 제출한 모든

자의 일치점이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장르를 정의하는 방법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나 장르들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

차별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선호된다. 아티스트, 앨범이나 기록에 부여된 장르의 적절함은 청취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하면 투표는 아티스트, 앨범이나 기록에게 부여되는 장르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 내에 형성되지 아니한 앨범의 텍스트 162는 인터페이스 

처리 118(도 1A)에 의해 진행될 수 있거나 후에 데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표시를 갖는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

스 120내에 저장된 기록을 사용함으로서 처리된다. 만일 유효한 장르가 특정 162된 경우, 새로운 2차 장르가 텍스트 

162에 포함되었는지 결정 166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텍스트 162는 예를 들어 일본어와 한국어 문자를 사용한 문자 

조합에 기초하여 가능한 언어 확인을 위해 확인 168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신 IP 맵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

치를 추측 170하고 실패하는 경우 기록이나 앨범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102, 142, TOC 및 다른 정보가 주 메타데이

터 데이터베이스 120에 부가 172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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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장르가 특정 164되지 않는 경우 다른 장르가 발견되었는지 결정 174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정보는 후 

처리에서 저장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서부사항은 도 4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다른 장른가 발견된 경우, 주 메

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내에 장르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적용 176된다. 새로운 2차 장르가 확인 166된 경우, 새로운 

장르 연관에 관한 충분한 투표가 수신 180된 때 가능 장르 연관에 부가 178된다. 2차 장르가 1차 장르와 같이 일치에

기초하면 2차 장르 는 시스템 내에 각 장르를 유지하는 장르 연관 조합에 부가 182된다. 모든 앨범과 기록들의 장르

를 제공한 사용자의 일치에 의해 모여진 장르 연관은 원 장르의 밀접성 정도를 제공하는 각각의 장르 연관에 부여된 

가중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장르 연관 데이터 조합은 그 후 플레이리스트 유지 및 생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텍스트 162의 언어가 가능하게 확인 168될 때, 언어는 가능 언어 조합에 부가 184되고, 충분한 투표가 수신 186될 

때 상기 언어는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의 기록에 부가 188된다. 상기 위치가 추측 170 가능할 때, 상기 

위치는 가능 위치 조합에 부가 190되고 상기 위치에 대한 충분한 투표가 수신 192될 때 상기 위치는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의 대응 기록에 저장 194된다.

텍스트 162가 출력 장르와 연관되게 확인되지 않은 기록으로 사용자에 의해 제출될 때, 메뉴얼, 기계-청취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장르가 확인될 수 있다. 매뉴얼 기술의 일 예로서, 상기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

스의 접속, 청취자의 수 및 기록들에 기초한 미리 몇가지 미리 예정된 문턱을 초과한 다수의 새로운 장르의 예들을 발

견하였을 때, 전문가는 해로운 장르의 기록에 대해 알게되고 경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장르임을 확인하고 장르

연관을 설립하기 위해 각각의 트랙, 아티스트 및 앨범의 가장 적합한 장르를 발견한다. 인간 전문가에 의해 차선적인 

청취로서, 기계-청취는 예를 들어 WO01/2060에 개시된 처리과정을 사용하여 트랙 앨범 및 아티스트에 자동적으로 

장르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예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장르와 적합한 장르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세

계 정보를 포함하는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은 진행 중인 기초하의 정보의 보고이다. 새로운 장르가 발생하

였음이 탐지되었을 때 기준은 결정 204된다. 이러한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청취자의 수와 지역적 장소 및 새로운 장

르의 청취자에 제공된 새로운 장르의 예를 발생하는 시작점을 포함할 수 있고 사운드 기록의 수는 새로운 장르 등으

로 정해진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입력의 부분집합 206은 동일한 아티스트 및 명칭, 새로운 장르로 된 모든 트랙

및 동일 아티스트에 의한 다른 모든 트랙을 구성하여 생성된다. 상기 부분집합의 장르들은 트랙에 부여되고 새로운 

장르과 상당히 관련있는 새로운 장르 (1), 다른 장르(2)를 구성하고 새로운 장르와 높은 개연성의 관련이 있는 동일 

아티스트에 의해 전 트랙의 장르(3) 및 다른 랜덤한 오류(4)로 구성된다.

부분집합 206내의 장르들은 카테고리들에 위치하고 카테고리당 하나의 장르로 위치하며, 유사성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위 208가 되기 전에 개연성 밀도 기능을 생성하도록 표준화된다. 장르 인식 기준이 예를 들어 새로운 장르

가 개연성의 크기와 다른 장르(카테고리)의 개연성의 크기인 카테고리의 가장 높은 개연성인지 적용 210된다. 새로운

장르가 새로운 장르 212로서 인식될 기준 210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선택 214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상기 설

명한 기계 청취 또는 매뉴얼 결정일 수 있다. 다음 적합한 장르 인식 기준이 적용 216되는 바 두 번째로 개연성이 큰 

카테고리가 개연도를 초과하는지 확실하고 가장 인기있는 장르와 관련이 있는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인식인 된다면 

적합한 장르는 저장 218되고, 그렇지 않으며 다른 선택 220이 수행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다른 기관이 장르들을 목록화한다.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의해 

사용된 이상의 다른 분류에 기초한 일 이상의 장르 목록에 익숙하며 트랙, 앨범 또는 아티스트의 장르를 확인한다. 이

는 각 장르에 부장르나 분류 발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장르의 재-맵핑은 기초 장르

에 설계된 포괄적 일 조의 장르 관련도를 이용한 장르 연관 상관요소를 통하여 수행된다. 이는 타당한 장르 데이터를 

태그하지 않고 파일을 이용하도록 모든 장르에 개발을 장르 연관을 허용한다. 이는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

내에 사용된 접합한 장르에 콤팩트디스크, mp3, ID3, v2 등으로 연관 텍스트로부터 모든 장르를 맵핑하는 것을 포함

하여 상기 장르 연관은 모든 파일에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mp3, ID3, v2 태그로부터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

스 120에 사용된 장르로의 예들은 다음 표에 제공된다. 장르 목록의 다른 소스는 Muze 및 AMG 데이터베이스, 마이

크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mp3.com, 아티스트 디렉터, 아마존, 야후!, 오디오 겔럭시, ODP 및 RIAJ를 포함한다.

[표 1]

ID3 장르 CDDB2 장르 ID CDDB2 장르명

0. 블루스 31 일반 블루스

1. 클래식 록 185 클래식 록

2. 컨트리 60 일반 컨트리



공개특허 10-2004-0029452

- 8 -

3. 댄스 67 클럽 댄스

4. 디스코 173 디스코

5. 펑크 188 펑크

6. 그런지 11 그런지

7. 힙-합 136 일반 힙-합

8. 째즈 160 일반 째즈

9. 메탈 189 일반 메탈

10. 뉴 에이지 169 일반 뉴 에이지

11. 올디스 69 팝 보컬

12. 기타 221 일반 미분류

13. 팝 175 일반 팝

14. Ramp;B 34 일반 Ramp;B

15. 랩 137 일반 랩

16. 레게 246 일반 레게

17. 록 191 일반 록

18. 테크노 117 일반 테크노

19. 인더스트리 111 일반 인더스트리

20. 얼터네이티브 10 일반 얼터네이티브

21. 스카 208 3세계 웨이브/스카 리바이벌

22. 데드 메탈 186 블랙/데드 메탈

23. 프랭크 20 코메디

24. 사운드트랙 216 필름 사운드트랙

25. 유로-테크노 103 딥 하우스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선택된 장르에 따라, 산출 장르 상호관계표는 개인용 컴퓨터나 구매자 전자장치에 저장

된 음악을 분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장르군 카테고리는 사용자가 음악 선택을 보다 단순하게 관리하도

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군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스므드 째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매우 효과적으로 장르 연관 가능성을 만든 전세계 음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음악

의 예로서 가장 인기있는 앨범이 일반 록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로부터 있음을 알려준다. 장르 집합은 주 메타데이

터베이스 120 내에 사용된 장르와 장르 군내의 mp3 파일을 태그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최고 인기의 장르를 맵핑함으

로서 다름 표에서 나타난 개개의 것을 형성할 수 있다.

[표 2]

장르 앨범

일반 록 7.01%

하드 록 3.08%

클래식 록 3.28%

일반 사운드트랙 2.74%

일반 팝 2.73%

포크-록 2.52%

필름 사운드트랙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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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록 2.04%

일반 미분류 1.90%

일반 얼터네이티브 1.85%

일본 팝 1.76%

뉴 웨이브 1.72%

소울 1.59%

유럽피안 팝 1.56%

일반 Ramp;B 1.48%

일반 컨트리 1.48%

동시대 컨트리 1.44%

인디 1.42%

헤비메탈 1.38%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확인 기록 232(콤팩트디스크나 디지털 음악 파일)이 클라이언트 장치 140에서 동작될 

때, 정보 234 - 237이 서버 146에 전송된다. 서버 146은 정보 234 - 237에 대해 일치 동작 241 - 244를 수행하고 

각각 결과 246을 되돌리며,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 장치 140에 되돌린다.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프로토콜 사용 인터

넷, 인터넷 프로토콜(IP)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IP가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요청은 주기

적 처리과정에서 오프라인 조회 로그 250으로 로그된다. 로그된 정부의 일부는 요청된 아이템의 확인자(성공적으로 

확인된 경우)이고 요청자의 IP 주소이다.

정기적으로, 조회 로그 250은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인식된 모든 일조의 음악의 확인자를 기록하기 

위해 처리 262된다. 각각의 성공적인 조회 264를 위해, IP 주소는 지역적 위치를 번역 266한다. 이는 IP 주소를 택하

여 '수신 IP' 데이터베이스의 가능한 지역적 위치를 찾는 '수신 IP'(예를 들어 애틀랜타 GA.의 디지털 엔보이사의 Net

Accuit 제품이 유용할 수 있음)로 알려진 맵핑 266으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조회를 위해 

부여된 지리적 위치 코드 268은 국가 및 거대 지역이나 도시 이상의 정밀한 부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IP 주소

가 제외 270되면 상기 조회는 주 메나테이터 데이터베이스 120에서 익명으로 산출 272될 수 있다. 상기 지리적 위치

는 하기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른 데이터베이스 275 - 278내의 데이터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장르 적합 매트릭스는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된 플레이리스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보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 록 및 헤비메탈은 헤비메탈 및 데드메탈보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다. 적

합성은 대칭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하게, 정보는 하나가 다른

것을 추론하는 것 이상의 두가지에 관하여 저장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예로서, 장르 적합 매트릭스는 각각의 N 장

르 사이에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서 M X N 셀을 구성한다. 이는 N*(N-1)/2 장르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개의 장르는 장르 사이에 45개의 비교가 필요하다. 적합성 정보는 인간의 편집이나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인간의 편집으로 수백 이하에서 N이 제공된 장르 적합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만, 수십만의 아티스

와 매달 수백의 새로운 아티스트가 있기 때 문에 아티스트 적합 매트릭스를 생성하는데 인간의 편집은 비실효적이다.

장르 적합 매트릭스와 아티스트 적합 매트릭을 생성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 필

터링 기술은 기록이 일 조의 아티스트, 앨범이나 음악이 다른 아티스트, 앨범이나 음악에 관련되도록 사용자에 의해 

실행될 때 얻어진 정보에 적용된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전세계 아티스트간의 일련의 관계가 생성될 수 있고 관련 장

르의 '동종 아티스트'와 유사한 장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종 동일 사용자에 의해 청취되는 것이 발견된 아티스트의

관련성의 '유사 아티스트'와 같은 추가적인 본질주제특징이 제공된다. 또한 비동종 아티스와 비유사 아티스트의 관련

성을 생성할 수 있다. 장르 적합표의 예는 하기와 같다.

하기 표와 같이 각각의 일반 장르에서, 연관된 다른 일조의 부장르가 있다. 예를 들어 컨트리 일반 장르는 장르 상관

으로 언급된 56, 57, 9, 58, 60, 61 및 62로 번호의 부장르를 포함한다. 각 부장르르 위하여 관련된 일조의 부장르가 

얼터네이티브 컨트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화될 수 있고 여기서 상기 관련 부장르는 57, 61, 62, 8, 29, 95 및 209이

다. 이러한 경우 57은 블루글래스 부장르이고 5의 가중치(1 - 10 범위)에 의해 컨트리와 관련된다. 이 예에서, 얼터네

이티브 컨트리는 컨트리 블루스(58) 또는 전통 컨트리(59)와 장르 연관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블루글래스는 7의 

가중치로 얼터네이티브 컨트리와 8의 가중치로 전통 컨트리(59(와 관련성을 갖는다. 일조의 장르 연관과 각 연관의 

명시적 가중치를 이용하는 것은 2개의 노래 장르를 비교함으로서 발생하는 음악의 동종성을 보이고 이는 동종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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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다음 표는 포함된 장르를 위한 일조의 완전한 적합 매트릭스이다. 미리 예정된 값이상의 적합 값으로 된 장르-쌍만이

나타나 있다. 적합성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1에서 10의 값으로 표시되고 높은 수가 보다 큰 적합성을 나타낸다.

[표 3]

ID 메타-장르 부-장르 부여된 가중치 이상의 관련 장르

40 클래식 틀래식 40 41 42 43 47 44 45 46

41 바로크 42 43 45 46 50 51 53 54

9 6 7 4 3 8 7 5

42 챔버 음악 41 45 46 50 51 53 54 261

9 5 4 6 8 3 7 4

43 코러스 44 45 46 48 49 50 53 179

6 5 4 8 9 7 5 7

44 동시 43 45 46 51 54 261 91 167

5 5 4 7 8 4 8 6

45 앙상믈 41 43 46 48 50 51 53 54

6 5 4 5 7 6 4 8

46 일반 클래식 41 42 43 44 45 47 48 49

7 4 5 7 4 5 4 8

49 오페라 41 43 44 46 50 261 69

6 8 7 4 9 4 5

50 로맨틱 시대 42 43 44 45 46 49 51 54

6 5 7 6 4 8 8 6

53 르네상스 시대 41 42 43 45 46 48 54 261

7 5 8 5 4 9 6 4

54 스트링 41 42 44 45 46 47 50 53

6 7 5 8 4 8 7 5

55 컨트리 컨트리 56 57 58 59 60 61 62

56 얼터네이티브 컨트리 57 61 62 8 29 95 209

5 4 3 9 7 8 6

57 블루글래스 56 59 8 29 228 236 37

7 8 2 6 4 3 5

58 컨트리 블루스 56 57 59 60 29 30

5 7 9 8 6 4

59 전통 컨트리 57 58 60 61 62 63 95 209

7 6 9 5 8 3 4 5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큰 규칙성으로 소수의 아티스트를 지배적으로 듣는 청취자군인 '음악족'을 확인한다. 예

를 들면 Grateful Dead나 Jimmy Buffett의 팬이다. 인간 행동의 관찰에서 동료, 정치적 정당 또는 음악팬이가, 사람

들이 같은 성향의 사람의 군(종족 내에서)과 그들 자신을 확인하려 것이 밝혀졌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같은 성향

의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의 인식을 제공하는 목적을 음악족을 확인하고 다른 것보다 일 족에게 보다 매력적인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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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를 제공하도록 한다.

도 6은 종족 확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으로부터 데이터 302는 미리 결정되거나 발

견적 학습으로 결정된 문턱 T 1 이상 보다 큰 청취자당 청취된 아티스트를 선택한다. 상기 선택된 데이터는 아티스트

, 제목, (익명의) 사용자에 의해 확인된 음악의 사용을 포함하고 언어 및 아티스트 장소와 언어 및 사용자의 장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아티스트는 청취자당 청취된 문턱 T 2 를 기준으로 주 아티스트와 부 아티스트를 그룹화 30

4한다. 각 주 아티스트에 대한 청취자는 아티스트의 종족에 속함에 따라 확인 306된다. 문턱 T 2 이하의 청취자 당 

청취된 부 아티스트를 위해 적합성 매트릭스가 생성된다. 주 아티스트는 데이터가 왜곡되도록 다수의 아티스트에 적

합성을 갖기 때문에 부 아티스트만이 이용된다. 아티스트 적합 매트릭스는 N x N 매트릭스이고, 여기서 N은 유일 아

티스트의 수이고 매트릭스의 각 셀의 값은 다른 아티스트 간의 적합성을 나타낸다. 샘플 매트릭스는 도 6의 블록 308

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함께 청쥐되지 않은 아티스트는 1 값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7, 8과 같은 높은 값은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자주 청취되는 1 및 2와 2 및 3의 아티스트를 나타낸다.

적합 매트릭스는 아티스트 간의 거리를 나타낸 2차원 그래프 310을 사용할 수 있다. 거리는 적합성의 역을 나타낸 것

이어서 거리 지수는 높은 적합지수와 동일하다. 적합한 아티스트는 2차원 공간에서 밀접한 공간의 지점의 집단으로 

나타날 것이다. 집단 확인 알고리즘 312는 종족 확인이 부여 314된 적합한 아티스트를 확인하도록 수행된다. 그 후 

종족 314에 의해 대표되는 청취자를 확인 316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아티스트나 사용자의 언어 및 위치는 음악족 3

14를 더 세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음악족은 특정 추론이 그들의 사이코그래피에 관한 형성될 수 있는 사용자의 군을 나타낸다. 사이코그래피는 시장이 

제품, 사람, 이데올로기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향을 유지하거나 매개체를 사용하도록 시장 내에서 

집단의 경향에 의해 시장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를 결정하는 정신학, 사회학 및 인류학적인 요인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경제 메시지 및 기회에 보다 주목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들로부터 새로운 음악이나 물품

을 구매하는 기회이다. 또한 상기 정보는 플레이리스트의 생성에 주목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족 구성원

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는 종족을 한정하는 아티스트로부터 보다 많은 음악을 포함할 수 있다.

일단 음악족에 속하는 시스템의 사용자가 확인되면 종족내에서 '선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배'는 종족을 한

정하는 아티스트의 가장 열렬한 청취자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한정된 아티스트에 대해 보다 전문가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용자의 행동은 종족의 다른 구성원 가운데서 새로운 아티스트의 인기도를 평가하는데 다른 가

중치가 부여된다. 이는 도 6에 도시되고 상기 설명 한 종족에 의해 청취된 정해진 아티스트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정해진 아티스트 및 정해지지 않은 아티스트에게 청취 횟수의 지표를 산정하는 것과 정해진 아티스트 대 정해지지 않

은 아티스트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청취 개연성을 산정하고 개연성에 대한 청취 횟수를 정상화할 수 있게 한다. 증분

의 개연성 문턱은 개연성 기능의 형태를 심사함으로서 형성될 수 있고 정해진 아티스트 대 정해지지 않은 아티스트에

대해 청취의 증분 개연성이 상기 문턱 이상을 가진 종족의 구성원이 선배인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추가적으로 선배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아티스트 및/또는 트랙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 청취가 

시작되기 전에 후에 유명해진 아티스트 및/또는 트랙을 지속적으로 청취한 '트랜드 세터(trend setter)'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취, 청취자의 수, 청취시간, 청취자의 위치, 청취된 시간 및 아티스트, 트랙 및 앨범의 기준의 유도물에 

기초한 아티스트, 앨범 또는 트랙의 인기도를 예견할 수 있는 리딩 지시자의 하나의 형태이다. 트랜드 세터의 청취 행

동은 아티스트 또는 트랙의 인기도에 대한 리딩 지시자이다. 유명해질 것이 예견된 트랙과 아티스트는 대중적 음악을

듣고 원하는 사람과 다른 트랜드 세터들을 위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

트랜드 세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청취 대비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 310은 문턱 T 3 이 어떻게

특정한 인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낸다.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에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312를 사

용하여(예, 초과 시간의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에서 샘플링 청취 수에 의해) 시간 t 1 에서 만나는 문턱 T

3 이 결정될 수 있다. 시간 t 2 과 t 3 의 범위는 트랙이 유명해 지는 시간에 앞서 선택된다. 상기 시간의 범위는 '예상

창'으로 언급된다. 예상 창 동안에 음악의 청취자는 트랜드 세터를 확인 314하기 위해 청취자 선택 기준 312가 확인

되고 제공된다. 청취자 선택 기준 312는 단위 시간 당 취소의 청수 수, 트랜드 세터로서 지목된 최소 사람의 수 및 트

랜드 세터로서 지목된 최대 사람의 수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트랙을 통하여 일관된 트랜드 세터인 청취자를

확인하도록 다른 트랙에 반복될 수 있다. 아티스트나 장르 적합 정보에 따라 트랜드 세터가 무슨 음악을 선호하는가

와 같은 관찰된 음악 경향 정보를 사용함을 통하여, 대부분의 적절한 트랜드 세터들은 관심있는 특정 트랙의 인기 예

상의 정확성을 증가시키도록 사용할 수 있다.

'유망주(rising star)'는 미래에 유명해 질 것 같은 아티스트이다. 유망주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스타가 출력 아티스

트로부터 청취자를 모집한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유망주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은 결정된 정보를 사용하여 선택기준

을 적용함으로서 확인될 수 있다. 정보의 일 형태는 출력 종족으로부터 청취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트랜드

세터에 의한 청취 횟수, 모든 청취 횟수, 다른 청취자의 수 및 청취자의 위치가 유망주를 확인하고 도움이 되도록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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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모든 앨범(CD 및 기록(음악))의 인기도 일자를 수집한다. 이러한 인기도 일자는 세계 인

기도, 지역 인기도, 국가 인기도, 장르 인 기도, 최초이거나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난 앨범 상의 다른 음악과 관련

된 개인 음악의 상대 인기도가 부여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된 정보 및 특징과 함께, 자동적으로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내에 저장된 

특징과 도 8A에 도시된 일치 데이터베이스 275, 276, 278의 일 이상의 결과를 수집할 수 있다.

도 8C는 처리과정으로서, 투표 데이터베이스 324는 현대 사용자의 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

베이스 120내의 앨범과 음악을 위해 성공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주기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집합 결과를 산

출하기 위해 음악확인을 요청한 충분한 수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알고리즘적으로 결정되도록 검토 326된다. 확인된 

음악의 모든 인기도에 의해 수행되거나 미리 결정된 값으로 충분도가 결정될 수 있다. 보다 인기있는 음악은 이들의 

결과를 산출하기 전에 '투표'할 보다 많은 사용자를 필요로 한다. 불충분한 투표가 투표 데이터베이스 324에 는 것이 

결정 326될 때, 장르 연관, 언어, 장소, 인기도 등 성공적 확인과 관련된 결과가 증가 330하고, 상기 증가된 결과는 투

표 데이터베이스 324를 개신 332하는데 이용되며, 만일 결과를 산출하도록 충분한 투표가 투표 데이터베이스 324에

포함된다면 주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20과 관련 일치 데이터베이스 275, 276, 277 및 278을 갱신 336하기 위

해 장르 연관, 언어, 장소, 인기도들을 포함한 투표로부터 새로운 특징이 생성 334된다. 그 후 이러한 본질 및 부대 특

징은 음악 정보 서버에 제공된 기초 메타데이터에 부가하여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요청하는데 이용되도록 하고

특히 플레이리스트의 생성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에 부가하여, 또한 버전이 클라이언트가 보유한 것보다 최근 것으로 개선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정

보는 장르 연관표와 같이 클라이언트에 되돌아간다.

일반적으로 상기 설명된 음악 확인 시스템은 음악 수집을 관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된다.

비록 초과되어 저장된 수집(외부 저장 미디어나 음악구독 서비스의 온라인 상의)이 차선적 실시예이지만, 이러한 어

플리케이션은 관리되도록 이요 가능한 모든 음악의 지식화가 되어야 한다.

상기 일반적인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인식된 모든 음악 기록이 적절히 태그되어 있고 사용자를 위해 일 이상의 플레이

리스트를 구체화할 준비가 된 것임을 확신한다. 상기 음악은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장르로 저장되고 그

룹화하는 단계가 제공되고 이의 수집 내에 상기 음악의 기초 메타데이터를 이용함으로서 관리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음악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를 위한 수집과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본질 및 부

대 특징으로 분류되고 그룹화하는 단계가 제공될 것이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음악이나 장르와 충분히 동종의 장르

를 구비한 모든 음악은 플레이리스트의 후보이다. 상기 후보의 수는 추가적인 특징을 사용하여 필터링에 의해 특정 

플레이리스트를 위하여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랙 인기도, 아티스트와 청취자의 위치, 아티스트 조화도, 템포 

및 기타이다. 상기 장르 관계표와 다른 추가적인 정보는 클라이언트 장치나 음악 정보서버에 잔류할 수 있다.

음악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다른 특징은 음악 수집의 동조하는 것과 외부 이동장치로된 플레이리스트다. 음악과 플레

이리스트는 동조 모드를 사용하는 이동 장치상에 로드되고 상기 외부장치는 장치 상에 지역적으로 저장된 모든 노래

와 음악의 갱신 정보를 보유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각 노래와 연관된 본질 및 부대 특징에 따라 각 노래의 확장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

는 이동 장치에 분리된 파일이나 파일들을 생성한다. 이러한 특징은 음악 관리 어플리케이션 내와 외부 이동 장치 상

에 지역적인 사용자의 플레이백(playback) 행동을 관하여 수집된 지역적 플레이백 정보에 의해 증대된다. 이러한 지

역적 플레이백 정보는 음악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통합된다.

상기 음악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기초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확정 메타데이터와 같은 모든 '보강 음악 관리 데

이터'를 더하여 외부 이동 장치상에 로드되도록 플레이리스트 및/또는 일조의 음악 파일을 생성하는 플레이백 정보 및

각 음악의 본질/부대 특징을 통합한다.

외부 이동 장치에 로드된 플레이리스트는 직접 이동장치에서 동작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보강 음악 관리 데이터' 

의 추가적 정보의 유용성은 이동 장치가 보강된 플레이리스트 생성 가능성을 제공토록 한다.

플레이리스트 취급을 위한 인터페이스

대부분의 이동 음악 플레잉 장치는 다수의 일반적인 일조의 기능성을 구비한다:

* CD 플레이어 기능을 사용한 일반적 음악 동작 기능(플레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스킵, 앞으로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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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사용자 상호 기능

* 제한된 저장 능력(5GB, 10GB 등)

* 제한된 디스플레이 능력(12 - 32 문자의 1 - 2라인)

대부분의 이동 음악 플레잉 장치는 최대 기능성을 주어진 일조의 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생성된다. 하기 설명된 

일실시예에서, 완전한 플레이리스트 생성이 되도록 단순 사용자 상호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기 설명된 보

강된 음악 관리 데이터에 접속된 표준 일조의 CD 플레이어 기능을 편집하고 플레이백 활용한다. 이는 3가지 관리종

을 사용하는 가장 초보적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에 의해 플레이리스트 관리가 가능하다.

* 제한된 디스플레이와 입력 능력을 구비한 장치 상에 실행에 적합한 플레이리스트 관리용 단순 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초 메타데이터 CD와 노래 정보를 이용 가능한 계층적인 장르 관계 맵핑과 장르를 사용한 단순화된 플레이리스트

생성

* 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아티스트. 앨범 및 노래와 집합된 청취 행동 정보를 이용하는 향상된 플레이리스트 생성

대부분의 콤팩트 디스크나 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오디오 재생용 구매자 전자장치는 플레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앞

으로의 5개 버튼을 사용하고 종종 우측 지점 삼각형, 사각형, 평형 수직선 및 수직선의 조합과 뒤 또는 앞으로 지점의 

삼 각형의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사용한다. 추가적 비용을 피하고 플레이리스트 관리용 추가적인 버튼의 혼동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실시예는 적어도 16 문자의 디스플레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합으로 플레이리스

트 관리용 종래의 버튼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플레이리스트 모드는 2 또는 3초 동안 플레이나 일시멈춤을 잡고 있음으로서 입력된

다. 이는 하기와 같이 버튼의 재-맵핑을 일으킨다.

플레이 - 선택

정지 - 완료

일시멈춤 - 플레이리스트

뒤로 - 전

앞으로 - 다음

버튼으로 된 동작 맴핑은 플레이리스트 관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일치된 일조의 명령을 사행하여 특별히 명명된 2차 

기능을 통하여 사용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한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위해 플레이리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상태 다이어

그램을 입력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2 -3초 동안 플레이 버튼을 잡고 340 있음으로서 주 메뉴 342가 입력된다. 선택

적으로 플레이리스트 344는 2 -3초 동안 일시멈춤 버튼을 잡고 346 있음으로서 입력될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 모드 

상태 다이어그램내에서, 표준 다음, 전, 선택 및 완료 버튼은 이들의 4가지 기본적인 상태 내에서 약간 다르게 사용된

다.

메뉴 상태 342, 344에 있어서, 어떤 기능이 수행되는 가를 결정하는 선택사이에 사용자는 진행할 수 있다. 상기 선택

은 이중 링형 원으로 표시하였다. 선택사이에 다음 과 전 움직임, 선택은 현재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고 완료는 현재 

메뉴에서 나오고 전 메뉴로 돌아가는 것이거나 전 메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플레이리스트 모드를 나오는 것이다. 

단일 선의 원으로 표시된 단일 선택 상태의 하나에 있어서, 사용자는 후보 목로 중 하나의 선택을 택할 수 있다. 다음

과 전은 후보들 중에서 움직이고 선택은 현재 후보들에서 택한다.

다중-선택 상태에 있어서, 두꺼운 일점쇄선으로 표현된 것은 사용자가 후보 목록에서 다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다. 단일 선택 상태의 경우, 다음과 전은 후보들 사이에서 움직이나 선택은 후보을 택하거나 비선택을 고정하는 것

이고 완료는 선택과정을 종료한다. 명명 상태에 있어서, 얇은 점의 원으로 표시된 바, 사용자는 다음과 전을 사용하여 

문자를 진행하도록 알파벳 숫자 일련을 생성한다. 현재 문자를 정하는 것은 선택이고 일련의 것을 종결하는 것은 완

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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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의 가장 단순한 기능은 '원 터치'로 언급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으로 최소한의 수의 버튼을 누름으로서 플

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오직 단일 장르나 노래가 사용자의 동종 음악의 음악 수집으로부터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선택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상기 설명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유사도 및 인기도 정보에 기초하여). 이

를 위해 사용자는 플레이 버튼을 3(2초 이상)초 동안 메인 메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누르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

속적으로 주 메뉴는 앞으로/다음 버튼을 각각 누름으로서 '원 터치', '로드 플레이리스트', '선택 파일', '플레이리스트 

편집', '플레이리스트 삭제' 및 '세팅'을 표시한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실행하지 않은 수 있고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서, 원 터치 옵션은 실행하지 않는다.'원 터치'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르면 사용

자가 원 터치 메뉴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 터치 메뉴는 연속적으로 앞으로/다음 버튼을 누름으로서 '장르별' 및 '노래별'을 표시한다(필요에 따

라 '장르별', '노래별'을 반복). '장르별'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르고 사용자는 일

정 상태를 찾고 여기서 앞으로/다음 버튼을 각각 누름으로서 장르의 일련의 형식이 표현된다(예, '클래식', '록', '포크' 

등).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장르의 순서는 부족에 의한 알파벳 순이고 시스템이 사용됨에 따라 빈번한

장르 선택 순이다. 장르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름으로서 선택되고, 장르 동종성과 인기도 기준 세팅과 조우하

는 사용자의 모든 현재 음악 파일로부터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일반적으로 동종성

과 유사성 세팅을 위하여 유용한 값을 미리 정하는 것이나 이들 값은 세팅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원 터치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된 후, 시스템은 '생성된 플레이리스트 저장'에 관해 사용자에게 문의하고 그 후 원 터치 

기능은 완료되며 표준 CD 기능 버튼을 통하여 현재의 플레이 리스트가 동작되어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간다(예, 플레

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앞으로).

유사하게, 전에 저장된 플레이리스트를 로드하기 위해 사용자는 주 메뉴 상태로 들어가는 3초(또는 그 이상) 동안 플

레이/선택 버튼을 누른다. 이 때 주 메뉴 는 연속적으로 '원 터치', '로드 플레이리스트', '파일 선택', '플레이리스트 편

집', '플레이리스트 삭제' 및 '세팅'을 표시하고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실행하지 않은 수

있고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원 터치 옵션은 실행하지 않는다. '로드 플레이리스트'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

는 뒤로/다음 버튼을 노르면 이 때 '로드 플레이리스트'옵션이 표시되고 플레이/선택 버튼을 누르면 로드 플레이리스

트 상태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시스템은 전에 생성된 플레이리스트의 저장된 리스트를 알파벳 순으로 표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불이행의 알파벳 순으로 플레이리스트의 순서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

는 플레이리스트의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이다.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

르고 그 후 로드 플레이리스트 기능이 수행되고 상기 선택된 플레이리스트는 표준 CD 기능버튼에 의해 동작되어 원 

기능으로 돌아간다(예, 플레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앞으로).

유사하게,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된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주 메뉴 상태로 들어가는 3초(또는 그 이상) 동안 

플레이/선택 버튼을 누른다. 이 때 주 메뉴는 연속적으로 '원 터치', '로드 플레이리스트', '파일 선택', '플레이리스트 

편집', '플레이리스트 삭제' 및 '세팅'을 표시하고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파일 선택'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뒤로/다음 버튼을 노르면 이 때 '파일 선택'옵션이 표시되고 플레이/선택 버튼을 누르면 파일 선택 상태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선택 메뉴는 연속적으로 '아티스트', '앨범', '노래', '장르', '기타'를 표시하고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

아티스트'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르고 사용자는 알파벳순으로 표시된 일 조의 연

속된 아티스트 이름을 취할 수 있고(예, 'Bob Dylan', 'Bob Seger' 등)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메타데이터

로부터 얻어진 아티스트 이름은 사용자 음악 수집 내의 각 노래와 연관된다. 아티스트는 다시 플레이/선택버튼을 누

름으로서 선택되고 상기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노래의 사용자의 현재 음악 파일이 플레이리스트에 생성된다. 선택적

으로 사용자가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를 전에 선택하였다면 인기도 기준 세팅이 사용될 수 있다. 선택된 아티스트의 

노래가 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된 후, 사용자는 정지/완료 버튼을 누름으로서 그의 선택을 완료할 수 있고, 또한 아티

스트 선택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뒤로/전의 버튼을 누름으로서 다른 아티스트 선택을 계속할 수 있다. 모든 아티스트 

선택이 완료된 때 사용자는 현재의 플레이리스트를 로드하기 위해 정지/완료 버튼은 3초(그 이상) 동안 누름으로서 

상기 선택된 플레이리스트는 표준 CD 기능버튼에 의해 동작되어 원 기능으로 돌아간다(예, 플레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앞으로).

유사하게, 도 9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앨범', '노래', '장르', '기타' 옵션이 선택 메뉴에

서 접속될 수 있다.

도 9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주 메뉴 상태의 다른 기능('플레이리스트 편집', '플레이리스트 삭제', '세팅')은 전술

한 '원 터치', '플레이리스트 로드' 및 '파일 선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플레이리스트 메뉴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자는 일시멈춤 버튼을 3초(그 이상)누른다. 이 때 플레이리스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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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연속적으로 '플레이리스트에 선택 추가', '플레이리스트로부터 선택 제거', '새로운 플레이리스트에 선택 저장'

을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이러한 옵션은 실행하지 않을 수 있고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플레이리스트에 선택 추가'옵션은 실행하지 않는다. '플레이리스트 선택 추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르고 사용자는 '플레이리스트에 선택 추가' 상태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전에 생성된 연속된 일조의 플레이리스트명은 알파벳 순으로 표시되고(예. 'jazz favorite', 'latin songs', 'rock

hits'),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사용자는 플레이리스트의 목록을 볼 수 있고 플레이/선택 버튼을 누름으로서

선택을 추가하여 이들 하나를 선택하다. 전에 플레이리스트가 선택되었으면, 사용자 음악 수집으로부터 노래명의 목

록이 알파벳 순으로 표시되고(예, 'Against The Wind', 'Nine Tonight' 등)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노래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름으로서 선택되고, 그 후 전에 선택된 플레이리스트에 선택된 노래가 추가된다. 사용자 

음악 수집내의 노래들은 사용자가 정지/완료 버튼을 3초(그 이상) 누를 때까지 표시된다. 이 때 선택된 플레이리스트 

새로운 추가분으로 표준 CD 기능버튼에 의해 동작되어 원 기능으로 돌아간다(예, 플레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앞으

로).

유사하게 현재 플레이리스트로부터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자는 일시멈춤버튼을 3초(그 이상)누른다. 이 때 플레

이리스트 메뉴 상태는 연속적으로 '플레이 리스트에 선택 추가', '플레이리스트로부터 선택 제거', '새로운 플레이리스

트에 선택 저장'을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플레이리스트 선택 제거'를 선택하기 위하

여, 사용자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르고 사용자는 '플레이리스트에 선택 추가' 상태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전에 생성된 연속된 일조의 플레이리스트명은 알파벳 순으로 표시되고(예. 'jazz favorite', 'latin songs', 'rock

hits'),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사용자는 플레이리스트의 목록을 볼 수 있고 플레이/선택 버튼을 누름으로서

선택을 제거하여 이들 하나를 선택하다. 전에 플레이리스트가 선택되었으면, 선택된 플레이리스트로부터 노래명의 

목록이 알파벳 순으로 표시되고(예, 'Against The Wind', 'Nine Tonight' 등)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노래

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름으로서 제거되기 위해 선택되고, 그 후 전에 선택된 플레이리스트에 선택된 노래가 

제거된다. 선택된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은 사용자가 정지/완료 버튼을 3초(그 이상) 누를 때까지 표시된다. 이 때 감

소된 일조의 노래로 된 선택된 플레이리스트는 표준 CD 기능버튼에 의해 동작되어 원 기능으로 돌아간다(예, 플레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앞으로).

유사하게, 현재의 플레이리스트를 저장하고 플레이리스트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 사용자는 일시멈춤 버튼

을 3초(그 이상)누른다. 이 때 플레이리스트 메뉴 상태는 연속적으로 '플레이리스트에 선택 추가', '플레이리스트로부

터 선택 제거', '새로운 플레이리스트에 선택 저장'을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각각은 뒤로/다음 버튼을 누른다. '새로운 

플레이리스트 선택 저장'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플레이/선택 버튼을 다시 누르고 사용자는 '새로운 플레이리스

트에 선택 저장' 상태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새로운 플레이리스트의 명칭을 입력할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의 임의의 명칭을 입력하기 위해 모든 

알파벳 키를 이용할 수 있는 표준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알파벳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플레이/선택 버튼으로 문자

를 선택하도록 하고 알파벳, 숫자 및 특수 기호 문자를 지나가도록 뒤로/다음 및 뒤로/앞으로 버튼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알바벳 순으로 표시된 문자를 보고(예' 'A', 'B' 등) 뒤로/다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플레이/선택 버

튼을 누름으로서 문자는 선택되며 제한된 문자표시 패널내에서 참고로 표시된 현재 형성된 문자줄에 문자가 추가된

다. 마지막 문자는 뒤로/앞으로 버튼을 누름으로서 현재의 줄로부터 제거된다. 문자들은 3초(그 이상)동안 정지/완료

버튼을 누름으로서 사용자가 지시할 때까지 문자 중에서 한 번에 하나가 추가된다. 이 때 현재 플레이리스트는 주 메

뉴의 '플레이리스트 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후에 재호출될 수 있는 명명된 플레이리스트로 저장된다. 그 후 표준 CD 

기능버튼으로 돌아가며 원 기능으로 돌아간다(예, 플레이, 정지, 일시멈춤, 뒤로, 앞으로).

이러한 실시예의 탐색 및 선택 과정을 사용함에 대하여, 텍스트의 단일 라인의 최소한의 표시로서도 플레이리스트는 

생성되고 편집될 수 있고, 음악파일이 많은 수의 파일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택되고 분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과 장점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해 졌으며 이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이러한 모든 특징

과 장점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내에 속 함이 명확하다. 또한 다양한 변형과 변화가 당업계의 업자에게 용이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설명되거나 도시된 정확한 구조와 동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타당한 수정과 변형이

가능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에 의해 처리된 기록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



공개특허 10-2004-0029452

- 16 -

상기 기록들을 위해 특징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특징들과 사용자 입력에 기초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들은 본질목적특징, 본직주제특징, 부대목적특징, 부대주제특징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본질목적 특징은 일 이상의 오디오 지문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 이상의 본질목적특징과 일 이상의 부대목적특질을 조합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장치에 의해 접속 가능한 일 이상의 기록을 위해 일 부분이상의 특징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단계는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여 서버로부터 전송된 일 이상을 특징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리스트 생성을 조절하기 위해 재-맵핑된 오디오 플레이백 제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 입력을 얻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플레이백 제어를 구비한 클라이언트 장치와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부분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

터베이스로 된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 통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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