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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객체를 공유하는 것, 예를 들어 피어-투-피어(peer-to-peer) 타입 공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러한 공유의 조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Napster(http://www.napster.com/), KaZaa(http://www.kazaa.com/) 또는 Gnutella(http://
www.gnutella.co.uk/)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가 인터넷 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통상 MP3 형식인 음악
과 같은 멀티미디어 객체를 교환하기 위해 수백만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다. 각 사용자는 그 자신의 음악 모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모두가 다운로드에 이용 가능한 음악의 많은 선택을 가지는 것을 허용한다. 하
지만 이들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해 제공된 음악은 통상 대중 음악이고, 판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공된다. 판권 소
유자가 그들이 권리를 가진 로얄티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파일 공유 서비스는 그것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를 물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용료 수입의 일부는 이후 판권 소유자에게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다양한 소위 디지털 권리 관리(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들의 가장 기본
적인 형태로, 시스템은 단순히 컨텐트의 복사를 방지하려고 시도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복사 방지 시스템이
라고 불리기도 한다. 좀더 광범위한 DRM 시스템은 여러 가지 상이한 비지니스 모델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교한 권
리 관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10회 재생하는 권리 또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한 카피
(copy)를 또다른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권리를 구매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들이 구매한 컴팩트 디스크나 DVD의 멀티미디어 객체나, 그들이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운로드한 객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는 새로운 DRM-기반의 비지니스 모델이 이들 사용자에
의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로의 제한되지 않은 복사나 배포가 어떤
형태의 판권 보호 형태 없이 허용된다면, 컨텐트 업계는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관리 소유자의 이해와 사용자의 욕
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타협에 이를 필요가 생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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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서문에 따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권리 소유자의 이해와 사용자의 욕구 사이의 균
형을 잡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청구항 1에 청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본 발명에 따라 달성된다. 멀티미디어 객체의 제한되지 않은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상기 방법은 사용자의 이해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다. 모든 공유가 등록된다. 등록된 사용 정
보는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객체가 공유된 횟수, 멀티미디어 객체가 지속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는 통상 그러한 공유가 일어나는 디바이스에서 등록되거나 계량된다(metered). 등록된 사
용 정보는 이후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판)권 소유자나, 권리 정보 센터 또는 또다른 제 3 파티(party)로 공급될
수 있다. 받는 파티는 이후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실제 파일 공유 활동에 따른 멀티미디어 객체의 사용자의 공유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권리 소유자는 사용자의 컨텐트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인가되지 않은 복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즉 복사가 더 많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더
많은 복사물이 재생되고, 더 많은 금액을 권리 소유자가 가지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사용자에 관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등록된 사용 정보와 함께 기록
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청구서에 합계 금액을 기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느 프로
그램을 사용자가 시청하는지 또는 무슨 음악에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지를 가리키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는 특히
광고자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일 수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용자
의 프로파일링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사용 청구서에 일정 금액이 기입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서문에 따른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디바이스는 권리 소유자의 이해와 사용자의
욕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목적은 청구항 3에 청구된 디바이스로, 본 발명에 따라 달성된다. 식별 및 어카운팅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디바이
스에서의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등록하거나 계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등록된 사용 정보는 이후 추후의 청
구 목적을 위해 제 3 파티에 전송될 수 있다. 그러한 디바이스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금지하지 않는다. 사용자
는 정확히 그가 희망하는 컨텐트를 공유하거나 다르게는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등록된 사용 정보는 그것의 컨텐트
의 사용을 위해 로얄티를 모으도록, 제 3 파티가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식으로, 관리 소유자의 이
해와 사용자의 욕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타협에 이르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식별 수단은 컨텐트 항목과 연관된 메타데이터로부터 식별자를 얻고, 바람직하게는 컨텐트 항목에
서 워터마크(watermark)를 검출하도록 배치되고, 이러한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타데이터로부터 식별자
를 추출하도록 배치된 워터마크 검출기를 사용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식별 수단은 멀티미디어 객체의 적어도 한 부분에 관한 지문(fingerprint)을 계산함으로써 식별
자를 얻도록 배치된 지문 계산기를 포함한다. 이는 연관된 메타데이터가 일부 타입의 변환 또는 복사 때문에 손실되
었을 경우에도, 임의의 타입의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해서 식별자가 얻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해 등록되는 사용 정보는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객체가 공유되는 횟수나 멀티미디어 객체의
길이 표시를 포함한다. 미리 결정된 표준은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객체가 공유된 미리 결정된 횟수를 포함한다. 다
른 표준도 물론 가능하다.

또다른 일 실시예에서, 상기 디바이스는 보고 수단이 기록된 데이터를 제 3 파티에 전송하는데 실패하는 것에 응답
하여 멀티미디어 객체를 공유하도록 배치된다. 이는 사용자의 객체 사용에 관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
된 데이터의 전송 방지를 시도하는 사용자에게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벌금을 제공한다.

또다른 일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 유지 보수 수단을 더 포
함하고, 보고 수단은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한 부분이 제 3 파티에 추가적으로 전송되도록 배치된다. 이는 사용
자 프로파일 데이터의 전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제 3 파티가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청구서 상에 기입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한 데이터는 제 3 파티와 같은 엔티티(entity)에 소중한 것이고, 청구서 상의 크레딧
은 사용자에게 그러한 데이터의 전송을 허용하도록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범용 컴퓨터가 본 발명의 디바이스로서 동작하게 하도록 배치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유리하
게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양태는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명백해지고 상세히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는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를 좀더 상세히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서버와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상세히 도시하는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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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면을 통해 동일한 참조 번호는 유사하거나 대응하는 특징을 묘사한다. 도면에 묘사된 특징 중 일부는 보통 소프트
웨어로 구현되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나 객체와 같은 소프트웨어 엔티티를 나타낸다.

도 1은 복수의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101, 102, 103, 104, 105)를 포함하는 파일 공유 네트워크(100)를 개략적으
로 도시한다. 비록 여기서는 클라이언트(101 내지 105)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진 물리적인 네트워크로 도시되
었지만, 네트워크(100)는 개념상의 또는 가상의 네트워크로서 최상으로 간주된다. 즉 모든 클라이언트(101 내지
105)가 항상 물리적으로 또는 네트워크 방식으로(network-wise) 서로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다. 단지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상의"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파일이나 객체를 또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클라이언트-투(to)-클라이언트 연결이 사용되는 때에도, 모든 클라이언트가 모든 다른 클라이언트에 연결될
필요는 없다.

네트워크(100)는 서버(110)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클라이언트(101 내지 105)에 관한 디렉토리(directory) 서비
스를 수행한다. 파일 공유 네트워크(100)에 연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101)는 공유하기를 원하는 파일(또는 객체)
의 리스트를 서버(110)에 제출한다. 서버(110)는 네트워크(100)에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하는 리스트
를 조합한다. 다른 클라이언트(102 내지 105)는 이후 서버(110)에 연결될 수 있고 조합된 리스트를 브라우징하거나
리스트 상의 특정 객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른 클라이언트(102 내지 105)는 계속해서 그들이 찾는 객체를 가지는
클라이언트와 접촉하고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객체를 얻을(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서버(110)는
클라이언트(101 내지 105) 사이의 파일이나 객체의 공유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월드와이드
(worldwide) Napster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서는 공지된 것이다.

또한 서버(110) 없이 네트워크(100)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101)는 이미 네트워크
(100) 상에 존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클라이언트(102 내지 105)에 연결함으로써, 네트워크(100)에 연결
한다. 클라이언트는 그것이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에 검색 요청을 보냄으로써 네트워크를 검색한다. 이들 클라이언트
는 그들이 공유하는 객체의 리스트를 검사하고 요청된 객체가 그 리스트에 있으면 결과를 돌려보낸다. 또한 요청은
이들 클라이언트에 연결된 다른 클라이언트로 발송된다. 이러한 식으로, 요청은 그 요청을 이행할 수 있는 클라이언
트에 의해 수신될 때까지 또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그 요청을 수신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행할 수 없을 때까지, 전체
네트워크(100)를 통해 분배된다.

그러한 일 실시예는 예를 들어 Gnutella 파일 공유 네트워크로부터 알려져 있다. 이 실시예의 단점은 네트워크(100)
가 크기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Gnutella와 같은 네트워크는 현재 예를 들어 일백만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네트워크는 다수의 "느린(slow)" 컴퓨터, 즉 네트워크(100)로의 제한된 대역폭, 처리 전력 및/또는 메
모리를 가진 컴퓨터가 존재한다면 느려지게 된다.

대안적으로, 클라이언트(101)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클라이언트(102 내지 105)로의 연결 후, 클라이언트
(101)가 공유하기를 원하는 파일이나 객체의 리스트를 다른 클라이언트(102 내지 105)에 제출한다. 이 리스트는 이
후 네트워크(100) 상의 모든 클라이언트로 보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클라이언트는 어느 클라이언트가 이용
가능한 파일이나 객체를 가질지를 알게 되고, 그 클라이언트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알려진 KaZaa 파일 공유 네트워크는 또한 서버(110) 없이 동작하지만, 전술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슈퍼
(super) 노드와 "보통(normal)" 클라이언트의 2가지 타입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한다. 슈퍼 노드는 충분한 대역폭,
처리 전력 및 메모리를 가지는 클라이언트이다. 보통 클라이언트는 슈퍼 노드로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
고 공유될 파일의 리스트를 슈퍼 노드에 보낸다. 슈퍼 노드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로의 연결을 가지고 또한 다수의 다
른 슈퍼 노드에 연결된다.

슈퍼 노드는 동시에 보통 클라이언트이기도 하다. 즉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자의 컴퓨터가 슈퍼 노드라는 사실
이 명료하다. 사용자가 파일 검색을 원할 때,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가 현재 연결된 슈퍼 노드
(들)로 요청을 보낸다. 슈퍼 노드는 그것의 클라이언트에 의해 보내진 리스트에 있는 매칭되는 파일을 돌려보낸다.
또한 슈퍼 노드는 필요하다면 그것이 연결된 모든 슈퍼 노드에 Gnutella 실시예에서 전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러한 요청을 발송한다. 하지만 슈퍼 노드 사이의 연결이 큰 대역폭을 가지므로, 이러한 접근은 Gnutella 네트워크
에서 보다 훨씬 빠르다. 또한 수백만의 클라이언트까지 크기가 커질 수 있다.

피어-투-피어 즉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라고 통상 불리는 그러한 파일 공유 네트워크는, 매우 큰 대중성을 가진
다. 이들 네트워크의 잘 알려진 예로는 Napster, Musiccity, Gnutella, Kazaa, Imesh 및 Bearshare를 들 수 있다.
일단 사용자가 적절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그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면, 사용자는 그들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에 의해 공유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1 내지 105)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
워크에 연결될 수 있고, 이는 파일 공유 네트워크(100)의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 파일 또는
객체를 얻기 위해 또다른 클라이언트로의 직접적인 TCP/IP 연결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보통 50만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연결된다. 쓰기를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파일을 공유하지만(종종 MP3 형식으로), 영화의 공유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음악, 노래, 영화, TV 프로그램, 그림 또
는 다른 타입의 2진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표시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객체(multimedia object)"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객체는 여러 개의 상이한 파일들
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주목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서,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101 내지 105)는 이들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사용 정보를 파일 공유 클
라이언트(101 내지 105)가 공유하고 등록하는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식별자를 얻는다. 사용 정보는 이후 제 3 파
티(130)에 공급된다. 제 3 파티(130)는 그후 등록된 사용 정보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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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파티(130)는 예를 들어 RIAA나 Dutch BUMMA/Stemra와 같은 판권 정보 센터(copyright clearinghouse)일
수 있다. 제 3 파티(130)는 비록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파일 공유 네트워크(100)로의 파티일 수 있다. 파
일 공유 클라이언트(101 내지 105)는 예를 들어 월드 와이드 웹을 사용하여 제 3 파티(130)로의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을 단순히 이용하고, 사용 정보를 제 3 파티(130)에 관한 e-메일 어드레스로 e-메일을 보내거나 제 3 파티
(130)로 사용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일부 다른 채널을 사용한다.

도 2는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101)를 좀더 상세히 도시한다.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101)는 바람직하게는 개인용 컴
퓨터로서 실현되는데, 이 컴퓨터 상에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201)가 관련 분야에 공지된 것처럼 실행된다.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201)는 통상 현대의 운영 체계에서 이용 가능한 TCP/IP 스택과 같은 네트워킹 모듈(202)을 사용
한다.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201)는 파일 공유 네트워크(100)를 통해, 예를 들어 관련 분야에 알려진 것처럼 다른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102 내지 105) 중 하나로부터 멀티미디어 객체(200)를 다운로드하도록 배치된다.

저장 매체(203)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201)에 의해 공유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함한다.
그러한 저장 매체(203)는 통상 하드디스크 상의 디렉토리가 된다. 일부 경우, 저장 매체(203)는 다운로드된 멀티미
디어 객체가 저장되는 분리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통상 디렉토리이기도 한 이 부분은 공유될 멀티미디어 객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101)는 또한 지문 날인(fingerprinting) 모듈(204)을 포함하고, 이 지문 날인 모듈(204)은 멀
티미디어 객체로부터 지문을 계산할 수 있다. 지문 날인 모듈(204)은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1) 상에서 실행되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201)에서의 플러그-인(plug-in) 모듈과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미디어 객체의 지문은 해당하는 객체의 가장 관련된 지각 있는 특징의 표현이다. 그러한 지문은 때때로 "{견고
한(robust)} 해시(hashes)"라고도 알려져 있다. 다수의 멀티미디어 객체의 지문은, 제목, 아티스트, 장르 등과 같은
그들의 연관된 각각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멀티미디어 객체의 메타데이터는 그것의 지문
을 계산하고 계산된 지문을 탐색(lookup) 키나 질의 파라미터로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탐색 또는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검색된다. 이후 탐색은 지문과 연관된 메타데이터를 돌려보낸다.

그러한 지문 계산 방법의 예는, 2001년 9월 Brescia에서 개최된 컨텐트-기반의 멀티미디어 인덱싱(Content-
Based Multimedia Indexing)에 관한 국제 워크샵에서의 Jaap Haitsma, Ton Kalker 및 Job Oostveen의 "컨텐트
식별에 관한 견고한 오디오 해싱(Robust Audio Hashing For Content Identification)"에서와 함께, 유럽 특허 출원
번호 01200505.4(대리인 관리 번호 PHNL010110)에 기술되어 있다. 물론 임의의 지문 계산 방법도 사용될 수 있
다.

유럽 특허 출원 01200505.4호는 예를 들어 오디오 클립과 같은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견고한 지문을 생성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오디오 클립은 연속적인{바람직하게는 중복되는(overlapping)}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진다. 매 시
간 간격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이 대역들로 나누어진다. 각 대역(예를 들어 에너지)의 견고한 특성이 계산되고 각각
의 지문 비트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객체는 각 시간 간격에 대해서 하나씩 연속되는 2진 값을 포함하는 지문으로 표현된다. 지문은
전체 멀티미디어 객체에 대해서 계산될 필요는 없지만, 통상 약 3초인 특정 길이의 부분이 수신되었을 때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지문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지에 의존하여, 하나의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복수의 지문
이 존재할 수 있다. 명확성을 위해, "지문"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객체에 대해서 다수의 지문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서도 사용된다.

멀티미디어 객체(200)에 관한 지문은, 지문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충분히 견고하다면, 멀티미디어 객체
(200)에 관한 식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사용 정보를 보고할 때, 지문이 또한 제 3 파티(130)에 공급될 수 있어, 제 3
파티(130)가 멀티미디어 객체(200)를 적절히 식별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특별한 지문이 신뢰할 수 없다는 약
간의 기회가 항상 존재하므로, 지문을 계산한 후에 데이터베이스 탐색이 적절한 식별자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얻기 위해 수행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탐색은 통상 수초만 걸린다. 탐색이 실패하면, 지문 날인 모듈(204)이 멀티
미디어 객체(200)(예를 들어, 객체의 또다른 부분으로부터)에 관한 새로운 지문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지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수행한다.

흔히, 데이터베이스 탐색은 중앙 서버에 의해 다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101)는 그들의 지문에 의해
멀티미디어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다소 큰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중앙 서버의 작
용은 도 3을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된다.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지문은, 객체가 다운로드되거나 업로드(공유됨)되면서 계산될 수 있다. 일부 지문 계산 방
법은 한꺼번에 멀티미디어 객체의 작은 부분 상에서 동작한다. 예를 들어 전술한 유럽 특허 출원은 멀티미디어 객체
에서의 오디오 데이터의 매 3초마다 "서브-지문(sub-fingerprint)"을 계산하고, 모든 서브-지문으로부터 실제 지문
을 구성한다. 서브-지문 계산은 이후 3초만큼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시작할 수 있다.

어카운팅 모듈(205)은 지문이나, 지문 날인 모듈(204)로부터, 지문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해 얻어진 메
타데이터를 수신한다. 모듈(205)은 이후 해당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사용 정보를 저장 매체(206)에 등록한다. 저
장 매체(206)로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1)에 있는 작은 하드디스크일 수 있다. 등록된 사용 정보와의 간섭을 회
피하기 위해, 안전한 저장 매체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201)가 실제로 멀티미디어 객체를 또다른 클라이언트(102 내지
105)로 전송할 때나 객체가 저장 매체(203)에 놓여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029723

- 4 -



등록된 사용 정보는 이후 청구를 위한 근거의 역할을 한다. 이는 어카운팅 모듈(205)이 사용될 청구 모델의 사전 지
식으로 프로그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구가 1회 복사당 1회 지불하는 것(pay-per-copy)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면, 어카운팅 모듈(205)은 오직 특정 멀티미디어 객체가 재생되는 시간의 횟수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객체의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면, 이 지속 시간 또한 기록되어야 한다. 어카운팅 모듈(205)은 필수적인 사용 정
보를 얻기 위해 재생 모듈(101)에 의해 수행된 동작을 감시한다.

기록된 데이터가 미리 결정된 표준을 만족하면, 멀티미디어 객체(200)의 등록된 사용 정보에 따라 멀티미디어 객체
(200)의 공유를 위한 이후 청구를 허용하기 위해, 보고 모듈(207)은 기록된 데이터를 제 3 파티(130)에 전송한다.
중요한 이슈는, 언제 클라이언트(101)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즉 등록된 사용 정보가 제 3 파티로 전송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미리 결정된 표준이 사용되어야 하는지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마도 가장
간단한 것은 사용 정보가 전송된 가장 나중의 시간 이후, 한 주나 한 달과 같은 시간의 고정된 기간이다.

대안적으로 미리 결정된 표준은 기록되는 식별자의 미리 결정된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많은 멀티미
디어 객체를 공유하는 사용자는 가끔씩 노래를 듣는 사람보다도 자주 요금 청구를 받게 된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사소한 요금량에 관해서 청구서를 보낼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는 오직 가끔씩 멀티미디어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에
게 주기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단지 멀티미디어 객체의 개수를 추적하는 대신, 추가적으로 멀티미디어 객체의 길이(초 단위)도 기록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모듈(205)은 특별한 객체가 단지 10초만 지속되고, 또다른 노래가 4분 30초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결정된 표준은, 기록된 시간량에 기초하여 예를 들어 기록되는 시간의 미리 결정된 시간 총량으로서 선
택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사용자는 저렴하게 짧은 단편을 공유할 수 있지만, 완전한 노래나 완전한 앨범을 배포
하는 사람은 자주 청구될 것이다.

운영비(budget)-기반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는 어카운팅 모듈(205)이 특별한 타입의 공유와 연관된 비용의 적어도
일부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1)의 사용자에게는 20 유로(Euro)의 운영비가 제공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객체(200)의 공유시, 어카운팅 모듈(205)은 그러한 재생과 연관된 비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운
영비로부터 뺀다. 이후 미리 결정된 표준이 운영비가 0에 도달하거나 0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경우를 나타
낸다. 미리 결정된 표준으로서 최대 금액의 돈을 선택하고, 운영비로부터 빼는 대신 그 경비를 미리 결정된 최대값
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함으로써, 유사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가능한 미리 결정된 표준 사이의 선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는 주기적인 청구를 선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용량에 기초를 둔 청구서를 받기를 원한다. 미리 결정된 표준
에서 사용된 실제 값은 또한 사용자 한정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1)의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화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1)는 사용자에
관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 보수하는 사용자 프로파일 유지 보수 모듈(208)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파
일은 사용자의 브라우징을 관찰함으로써 모아질 수 있는 사용자의 검색 습관, 라이프스타일, 관심사, 좋아하는 검색
키워드 및 다른 정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다른 것 중에서도 클라이언트(101)가 사용자에게 흥밋거리가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추천하거나 덜 흥미로울 것 같은 멀티미디어 객체를 걸러내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목표를 정한 마케팅 또는 광고를 위해 그러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
출원과 동일한 출원인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인 PCT/IB02/00073호(대리인 관리 번호 PHNL020072)를 보라. 따라
서 마케팅 포인트의 관점에서 모듈(208)에 의해 유지 보수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로의 액세스를 획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사용자의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공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는 멀티
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지불할 필요가 있는 금액이 청구서에 기입될 수 있다. 이제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를 추가적으로 제 3 파티(130)에 전송하도록 보고 모듈(207)이 배치된다.

추가적으로 보고 모듈(207)이 기록된 데이터를 제 3 파티(130)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 일부 벌금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1회 또는 2회 이상 발생하게 되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기록된 데이터의 전송을 방
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가정한다. 응답시, 보고 모듈(207)은 파일 공유 모듈(201)이 멀티미디어 객
체의 공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는 일단 보고 모듈(207)이 기록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할 수 있게 되면
해제될 수 있다.

등록된 사용 정보는 인가되지 않은 수정에 대해서 보호되어야만 한다. 또한 지문 날인 모듈(204)은 사용자가 지문이
나 이후의 어카운팅을 디스에이블할 수 없도록, 간섭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
한다. 일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101)의 일부 또는 모든 부분은 하드웨어 모듈로서 구현되어 수정되기가 어렵게 만
든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모듈(204, 205, 207)과 저장 매체(206)는 간섭을 방지하는 스마트 카드 상에 제공된다.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201)는 이후 스마트 카드가 삽입되지 않으면 동작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또다른 실시예는, 예를 들어 트러스티드 컴퓨팅 플랫폼 얼라이언스(Trusted Computing Platform Alliance)(http:/
/www.trustedpc.org/)에 의해 개발된 것과 같은 신뢰받는 계산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안전한 하드웨어 모듈
이나, 범용 컴퓨터(PC)에 설치된 칩에 기초한다. 신뢰받는 플랫폼 모듈(또는 TPM)이라고 알려진 이 칩은, 일반적으
로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난수 발생기, 암호화 가속기, 해싱(hashing) 능력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한다.
TPM은 온-칩(on-chip) 디지털 인증서, 비밀 열쇠를 생성하고 안전하게 저장하며, 다수의 인증 방식에 대한 하드웨
어 지원을 제공하고 요구가 있는 파일의 암호화와 해독화를 취급할 수 있다.

도 3은 서버(300)와 지문 데이터베이스(310)를 좀더 상세히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서버(300)는 입력 모듈
(301), 선택적인 지문 날인 모듈(302),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백엔드(backend) 모듈(303) 및 응답 모
듈(304)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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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모듈(301)은 클라이언트(101)로부터 지문을 수신하여 그 지문을 DBMS 백엔드 모듈(303)로 공급한다. 대안
적인 일 실시예에서, 입력 모듈(301)은 다수의 지문 대신에 클라이언트(101)로부터 복수의 오디오 클립을 수신한
다. 이들 오디오 클립은 이후 지문 날인 모듈(302)에 공급된다. 지문 날인 모듈(302)은 수신된 오디오 클립으로부터
지문을 계산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물론 견고한 지문을 계산하기 위한 임의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견고
한 지문을 계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 유럽 특허 출원 01200505.4호(대리인 관리 번호 PHNL010110)에 기술되
어 있다. 지문 날인 모듈(302)은 이후 계산된 지문을 DBMS 백엔드 모듈(303)로 공급한다.

DBMS 백엔드 모듈(303)은 데이터베이스(310)로부터 수신된 지문과 연관된 한 세트의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기 위
해 데이터베이스(310)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310)는 지문(FP1, FP2,
FP3, FP4 및 FP5)과, 각각의 연관된 세트의 메타데이터(MDS1, MDS2, MDS3, MDS4 및 MDS5)를 포함한다. 전
술한 유럽 특허 출원 01200505.4호(대리인 관리 번호 PHNL010110)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을 구비한 오
디오 클립에 관해 계산된 지문과의 매칭을 위한 다양한 매칭 전략을 기술한다.

유럽 특허 출원 01202720.7호(대리인 관리 번호 PHNL010510)는 미지의 정보 신호를 나타내는 지문을, 미지의 신
호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식별된 정보 신호의 복수의 지문과 매칭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을 기술한
다. 이 방법은 추출된 지문 비트의 신뢰도 정보를 사용한다. 지문 비트는 정보 신호의 특징을 계산하고, 지문 비트를
얻기 위해 상기 특징의 임계치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된다. 특징이 이러한 임계치에 매우 가까운 값을 가지면, 신호에
서의 작은 변화가 반대 값을 가진 지문 비트를 초래할 수 있다. 특징 값과 임계치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은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각 지문 비트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신뢰도는 계속해서 실제 매칭 절차를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데이터베이스(310)는 질의 시간 및/또는 데이터 조직화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지
문 날인 모듈(204){지문 날인 모듈(302)}의 출력은 데이터베이스(310)에서의 표를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데이터베이스(310)는 각각의 지문과 메타데이터 세트를 포함하는 엔트리(기록)를 구비한
하나의 표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310)를 실현하는 또다른 방식은 여러 개의 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표는 각각이 각 세트의 메
타데이터 세트와 연관된 복수의 고유한 식별자(1차 키)를 포함한다. 그러한 표는 다양한 음악 식별 소스로부터 얻어
질 수 있다. 아티스트, 제목 및 배포 년도의 조합이, 비록 그것이 고유한 것임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고유한 식별자
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고, 따라서 실제로 글로벌하게 고유한 값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후 두 번째 표는 각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해서 첫 번째 표로부터의 지문과 고유한 식별자를 포함하는 엔트리로 설
정된다. 이러한 식으로, 다수의 지문이 메타데이터를 복제해야되지 않고도 한 세트의 메타데이터와 연관될 수 있다.
다수의 지문이 하나의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해 가능하다면, 이들 모든 지문이 두 번째 표에 저장되고, 그 멀티미디
어 객체에 관한 하나의 고유한 식별자와 모두가 연관된다.

이후, DBMS 백엔드 모듈(303)이 두 번째 표에서의 지문에 대해 수신된 지문과 매칭하고, 식별자를 얻으며 메타데
이터를 얻기 위해 제 1 표에 대해서 이러한 식별자와 매칭한다. 데이터베이스(310)가 SQL 데이터베이스라면, 2개
의 표가 식별자에 대해서 결합될 수 있다. DBMS 백엔드 모듈(303)은 이러한 질의의 결과를 응답 모듈(304)에 공급
하고, 응답 모듈(304)은 발견된 메타데이터를 클라이언트(101)에 재차 전송한다.

전술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기보다는 설명하는 것이고, 당업자라면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
으면서 많은 대안적인 실시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문에 대한 대안적인 것으로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객체에 끼워진 식별자가 사용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101)는 멀티미디어 객체(200)에서의 워터마크를 검출하고 상기 워터마크로부
터 식별자를 추출하기 위해 배치된 워터마크 검출기를 포함한다. 오디오나 비디오 신호와 같은 신호에서 여분의 정
보를 삽입하는 과정인 워터마킹은 이들 신호를 표시 또는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 공지된 기술이다.

이미지의 워터마킹은 본질적으로,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본래의 이미지와 워터마킹된 이미지 사이의 임의의 지각
있는 변경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미지의 픽셀 값을 변경하는 과정이다. 임의의 방식으로 다
수의 픽셀 값을 변경하면 눈치챌 수 있는 아티팩트(artifact)를 초래하게 된다. 이미지의 모든 픽셀 값은 이미지 품질
에 지각할 수 있는 차이점을 만들지 않고 특정 한계값으로만 변경될 수 있다. 오디오의 경우, 오디오 신호는 그 결과
오디오 신호를 청취하는 사람이 본래의 신호와 워터마킹된 신호 사이의 임의의 지각 있는 변화를 눈치채지 않는 식
으로 수정된다.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를 워터마킹하고 그러한 워터마크를 믿을 수 있게 검출하는 기술이 관련 분야
에 공지되어 있고, 더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신호에서의 변경은 일부 여분의 정보를 보유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워터마크 검출기는
특정 변경을 살핌으로써 이러한 여분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워터마킹 기술은 신호를 나타내는
모든 데이터 워드의 최하위 비트(LSB)를 조작한다. 여분의 정보의 비트가 0을 나타내면, 대응하는 LSB는 또한 0으
로 설정된다. 유사하게 여분의 정보의 비트가 1을 나타내면, 대응하는 LSB도 1로 설정된다.

본 실시예에서, 여분의 정보는 멀티미디어 객체(200)에 관한 식별자를 나타낸다. 식별자는 단순히 멀티미디어 객체
(200)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영)숫자 스트링{(alpha)numerical string}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객체
(200)가 전자책을 포함하면, 그것의 ISBN은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끼워질 수 있다. 이 ISBN은 고유하게 그 책을 식
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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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더 많은 광범위한 식별자가 사용될 수도 있다. 유일한 한계는 선택된 워터마크 기술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가 끼워질 수 있는 가이다. 기술{및 멀티미디어 객체(200)의 크기}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예를 들어 멀티미디
어 객체(200)에서의 전체 제목, 저자, 출판사 등을 끼워 넣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310)와 모듈(301 내지 304)의 일부 또는 모두는, 충분한 저장 공간과 처리 용량이 이용 가능하다면,
디바이스(101)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네트워크 연결도 필요하지 않다. 대안적으로, 본 출원과
동일한 출원인에 의한 유럽 특허 출원 01204599.3호(대리인 관리 번호 PHNL010874)에 기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베이스(310)는 배포 방식으로 유지 보수될 수 있다.

청구항에서, 괄호 사이에 놓인 임의의 참조 기호는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포함한다"라는
단어는 청구항에 열거된 것 이외의 요소나 단계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단수의 구성요소는 복수의 그러한 요소
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여러 개의 개별 요소를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적절히 프로그램된 컴퓨터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여러 개
의 수단을 열거하는 디바이스 청구항에서, 이들 수단 중 몇 개는 하드웨어의 한가지 동일한 항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서로 상이한 종속항에서 특정 조치가 인용된다는 단순한 사실은 이들 조치의 조합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객체를 공유하는 것, 특히 그러한 공유의 조정에 이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바이스에 의해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사용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와,

상기 등록 후,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상기 등록된 사용 정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기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게 청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바이스에 의해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조정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에 관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등록된 사용 정보와 함께 기록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청구서에 합계 금액을 기입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디바이스에 의해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조정하는 방법.

청구항 3.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로서, 다른 디바이스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를 공유하기 위한 파
일 공유 수단, 상기 공유되는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식별자를 얻기 위한 식별 수단, 상기 식별된 멀티미디어 객체
에 관한 사용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어카운팅(accounting) 수단, 및 상기 기록된 데이터가 미리 결정된 표준에 부합
하면, 이후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한 상기 등록된 사용 정보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에 관한 이후
의 청구를 허용하도록 제 3 파티(party)에 상기 등록된 사용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보고 수단을 포함하는, 멀티미디
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수단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와 연관된 메타데이터로부터 상기 식별자를 얻도록 배치
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수단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에서의 워터마크를 검출하고, 상기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상기 메타데이터로부터 상기 식별자를 추출하도록 배치된 워터마크 검출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객체
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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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수단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적어도 한 부분에 관한 지문을 계산함으로써, 상기 식별
자를 얻도록 배치되는 지문 계산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해서 등록되는 상기 사용 정보는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가 공유되는 횟
수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에 관해서 등록되는 상기 사용 정보는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의 길이 표시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표준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가 공유된 미리 결정된 횟수를 포함하는, 멀티미디
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 수단이 상기 기록된 데이터를 상기 제 3 파티로 전송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멀
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금지시키도록 배치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 3항에 있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 보수하는 사용자 프로파일 유지 보수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보고 수단
은 상기 사용자 프로파일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제 3 파티에 추가적으로 전송하도록 배치되는, 멀티미디어 객체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디바이스.

청구항 12.

범용 컴퓨터가 제 3항에 기재된 디바이스와 같이 동작하게 하도록 배치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요약

디바이스(100)에 의해 멀티미디어 객체(200)의 공유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
(200)의 공유시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200)에 관한 사용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와, 상기 등록 후에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200)에 관한 상기 등록된 사용 정보에 따라 일정 금액을 디바이스(100)의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등록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멀티미디어 객체(200)의 공유를 위해 배치된 클라이언트(101)에서 일어난다. 사용
정보는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객체가 공유된 횟수 또는 객체의 지속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충분한 개수의 객체가
공유되거나 전체 시간이 최대치를 초과하면, 클라이언트(101)는 사용 정보를 청구의 목적으로 제 3 파티(130)에 보
고한다.

대표도

도 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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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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