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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래 음성 기록의 복사본은 복사로부터 생성하는 특징, 그 특징의 벡터를 생성하는 것 및 벡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반

하여 그 벡터를 비교하는 것에 의해 확인된다. 확인은 원곡의 정확한 복제가 아니도록 압축과 다른 조종에 지배되어 

있는 음성 기록의 복사본을 위해 수행될 수 있다. 계산 결과의 효율성은 동일한 시간으로 제공되는 수백의 많은 질문

을 허용한다. 벡터는 100바이트(bytes)보다 더 적으므로 많은 수백만의 벡터가 이동 기기에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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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이 출원은 웰스(Wells) 등에 의해 2001년 7월 20에 출원되어 출원번호 60/306,911호를 갖고 있는 음성 기록의 자동

확인으로 명명된 미국 가출원에 관련되고 우선권을 청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참고문헌에 의해 통합된다.

배경기술

1.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기록의 확인에 관련된 것이고 보다 특별히는 음악이나 또는 발성되는 단어의 기록과 같은 음성 기록의 확

인에 관련된 것이다.

2. 종래 기술의 설명

확인은 음성 기록의 복사가 원본기록이나 또는 관련기록과 동일하게 되는 것에 의해 인지되는 과정이다. 등록, 감시와

통제, 음악의 정당한 소유자와 창작자의 재정적인 보상을 보증하려는 중요한 모든 것의 목적을 위해 음성 기록을 자

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음악에서 부가되는 가치 또는 음악으로부터 생성되는 가치의 목적을 위한 확인

도 또한 필요로 한다. 등록은 그 또는 그녀의 소유권은 기록 내용의 소유자에 의한 과정이다. 감시는 일반적으로 지불

의 목적을 위해 소유 자로 되돌아가 보고될 수 있도록 내용의 움직임과 사용을 기록한다. 통제는 내용의 사용과 움직

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소유자의 명령에 의해 강화되는 과정이다.

음악에 부가되는 가치의 이러한 예는 그들 음악의 접근과 정리에서 음악의 사용자를 위해 보다 쉽게 만들려고 표식을

미부착하거나 오부착한 내용의 확인과 사용자가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 음악가에 대한 정보 또는 음악의 유사한 부

분의 추천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을 포함한다.

음악으로부터 생성하는 가치의 이러한 예는 구매 기회의 제공을 위한 확인과 청취자의 심리학적 묘사법에 대한 것들

을 해석하려는 목적을 위한 확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특별한 노래는 그것, 또는 동일한 음악가에 의한 관련된 노래

, 또는 그 음악가에 의해 대중적으로 된 의류 한 점을 구입하려는 신청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상업적인 메시지를 

위한 배달 기구로서 그것을 사용함에 의해 음악으로부터 가치를 생성한다. 부가적으로, 생산물, 사람, 이데올로기 또

는 그 밖의 것들이 사고방식을 유지하거나 또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장 내에서 심리적

인 묘사법은 어떻게 시장이 그룹의 성향에 의해 나뉘어지는 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학적,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요소를 사용한다. 이 정보는 더 집중적인 상업적인 메시지와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청취자를 배경으로 한 그

것을 사용함에 의한 음악으로부터 생성한다.

저장된 음악의 배달과 연주되는 음악의 배달을 반영하는 감시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저장된 음악은 '기계적인' 또는 

'재생산' 권리에 의해 복사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연주되는 음악은 연주가 생음악이든 기록된 음악이든 간에 연주되는

것 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 경계는 다른 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지불 구조에 반영된다. 하나의 기구(Harry Fox A

gency)는 음악 CD 또는 음악 테이프가 팔릴 때 재생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물질적인 상품은 다양한 계산 실

행과 기술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감시된다. ASCAP, BMI와 SESAC는 라디오나 또는 대중적인 공간에서 생음악이나 

저장된 음악이 연주될 때 연주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연주들은 자동적인 확인방법과 사람이 하는 검증의 조

합을 사용하여 감시된다.

음악의 배달을 위한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생음악은 라디오와 TV(아날로그와 디지털 둘 다) 그리고 인터넷에 걸

쳐있는 연주 공간에서 '배달'된다. 저장된 음악 또는 음성 기록은 이동(저장되려고, 분배되려고, 판매되려고 등)되려고

하는 기록(CDs, 카세트, 소형 디스크, CD-RWs, DVDs)과 제휴된 물리적인 미디어로 배달될 것이다. 그러나, 음성 기

록은 물리적인 매체와 제휴되지 않는다;그것은 또한 스트리밍, 또는 또 다른 하나의 저장 위치로부터 이동하는 것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보다 쉽게 이송될 수 있다. 둘 다의 경우에서 라디오나 또는 인터넷 중의 하나는 음성 기록을 

이송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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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과 인터넷은 음악이 배달되고 사용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고, 음악 확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변화시키

고 있다. 이 변화들은 인터넷이 연주와 복사 둘 다 배달자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인터넷은 배달 

채널의 수를 증가한다.

지상의 라디오 방송국이 동일한 하나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서 수천 명의 청취자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반면에, 인터넷 라디 오 방송국은 수천 개의 다른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한 시점에서 수천

명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진 음악의 선택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을 위한 

현존하는 사업 모델이 도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CD 기록기는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되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음악을 복사하고 교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 음악으로부터 등록, 감시, 통제, 생성하는 가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디지털 음악의 복사는 수월하다. 사용자는 다양한 다른 미디어 포맷, 소비자의 다양한 전자적인 장비로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장비의 복합적인 미디어 포맷과 형태에 걸쳐서, 노래의 많은 복사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낳는다. 장비의 일부는 확인 시스템에서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

배달 채널에 걸쳐서 흘러나오거나 또는 이동되는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유일한 해결

책은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에 걸쳐서 조정하기 위한 필요를 제거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에 기인하고, 문제의 모든 양상

을 위해 간단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방법은 부착하는 태그(tags), 워터마크(watermarks), 인크립션(encryption), 지문(음악의 고유한 특징의 사

용)에 의존한다. 태그(tags)는 물리적인 미디어 또는 디지털 복사본에 부착된다. 가장 낮은 보통의 명명자는 음악가-

명칭 쌍(ATP)이다. 다른 정보는 출판자, 상표와 날짜를 포함할 수 있다. 음성 기록 독특한 ID를 주기 위한 시도는 ISR

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WC(International Standard Work Code), EAN(European Article 

Number), UPC(Universal Product Code), ISMN(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과 CAE(복합물, 창작자, 

편집자)를 포함한다. 모든 것은 음성 기록의 물리적인 복사본에 부착되거나 또는 디지털 복사본으로 끼워 넣어 지거

나 하는 둘 중의 하나인 문자 숫자식의 코드이다. 다양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원리의 일부는 작업의 자동적인 확인

과 추적을 보조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ATPs와 문자 숫자식 코드의 사용과 함께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들은 수월하게 분리되거나 또는 변화될 수 

있다(block content에서 ATPs를 사용하는 Napster에 의한 최근의 시도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한번 분리되거나

또는 변화된 그것들은 다시 분리되거나 또는 수정되기 위해 인간의 조정(청취)을 요구한다. 내용은 그것이 되기 위해 

그것의 태그(tag)로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동적으로 인증할 방법이 없다. 그것들은 복사보다 우선하여 이전 내

용으로서 그것들의 유용성을 감소하는 원천에서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단속적(斷續的)으로 또는 부정확하게 

적용된다. 그것들은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 참가자들의 임계 질량을 요구한다. EAN/UPC는 CD를 확인하고 개개

인의 음악 추적을 위해 실용적이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 그들의 공익을 제한하는 음악과 함께 종합수송 데이터에 대

항하는 법률이 있다. 또한, 데이터와 같은 종합 수송은 부가적인 대역폭을 요구할 것이다.

워터마크(Watermarks)는 특별한 독자에 의해 해석되는 지워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신호를 부가한다. 워터마크는 소

음에 강해질 수 있다. 그것들은 생생하고 기 록된 내용의 조합을 위해,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기록된 배경음악을 깔고

서 말을 할 때 좋다. 워터마크는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필요 없이 부가적인 정보를 배달할 수 있다. 워터마크와 함께

하는 문제는:그것들이 필수적으로 지워지거나 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그것들은 복사에 우선하여 원천에서 

부가물을 요구하고, 그러므로 이전 내용을 위해 유용성을 제한하고;이전 내용으로 적용되면 여전히 음악을 첫 번째로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인크립션(encryption)은 키(key)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끼워진 기술을 사용한다

. 확인은 인크립션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지고, 확인 정보(metadata)는 음악과 함께 잠겨진다. 인크립션과 함께 하는 

문제의 일부는:이전 내용에 적용되면, 그것은 이전 내용을 위해 공익이 제한되고 여전히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

법으로 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음악을 잠그는 것에 저항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문제는 잠겨진 음악을 연주하는 장비

와 연주하지 않는 장비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원인이 되는데, 존재하는 음악 모음집을 구입하기를 주저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비자 자신의 장비로 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음악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끌고 있다.

또 다른 접근은 '지문'을 제공하려는 음악의 고유한 성징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확인 특징은 음악의 일부분이고, 그러

므로 변화하고 있는 그것들이 음악을 변화하고 있다. 이 방법의 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음악에 부가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지문은 어떤 때라도 재생될 수 있다;지문은 이전 내용에서 작업하고 모든 내용에 적용할 수 있도

록 넓은 산업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문은 노래 전체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러므로 노래의 완전성과 확실성

을 보증한다.

현재의 지문 방법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것들의 제한은 확인하고자 하는 노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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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많은 량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리고 원곡으로부터 약간 변화된 확인하고자 하는 노래(2)에 대한 것에 있다. 이 변

화는 다르게 되고 있는 것으로서 노래를 판단하기 위한 인간 때문에 충분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기 위한 기계 때문에 

충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지문 방법과 함께 하는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 많은 량의 노래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에 있지만, 다른 시스템이 많은 변화를 조종할 수 있는 동안에 변화를 조종할 수는 없으나, 많은 량의 노래를 조종할

수는 있다.

노래에서 변화는 수많은 '배달 채널 효과'에 원인을 두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라디오 상에서 연주되는 노래는 정

적이고 역동적인 주파수 동등화와 소리 표준화 둘 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노래는 또한 그것들의 연주 시간을 짧거나 

또는 길게 하기 위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것이다. 저장된 음악은 라디오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견되기 때

문에, 그리고 다른 조종 때문에 원곡으로부터 변화할 수 있다. 대부분 보통의 조종은 저장이나 또는 이동을 위해 더욱 

어울리게 만들려는 저장된 음악의 파일의 크기를 감소하기 위한 코덱(codec)의 사용이다. 대부분 보통의 코덱은 MP

3이다. 코덱은 압축된 형태로 노래를 암호로 고치고, 청취를 위해 녹음재생기에서 암호를 해독하거나 확장한다. 전형

적인 코덱은 압축되어 있는 버전(version)과 확장 음성이 원곡과 같도록 최소한으로 지각적으로 현저한 원곡의 일부

분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은 손실이 많고 원곡의 그것으로부터 복사본의 웨이브(wave) 형태로 변화한다. 다

른 조종과 그것들의 명시(배달 채널 효과)는 다음에 기술된다.

존재하는 방법은 저장된 음성 기록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연주되고 있을 때(연주) 음성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두 확인 사이에 주요한 구별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연주되는 음악 확인 시스템은 노래의 시작점의 어떤 지식 없이도 노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것은 저

장된 음악에서 시작점을 찾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한다.

. 연주되는 음악 확인 시스템은 약 10,000 참조 기록의 더 높은 용량을 가질 수 있다. 저장된 음악은 더 큰 용량을 요

구한다.

. 연주되는 음악 확인 시스템은 그것이 연주됨으로서 확인되는데, 실제 지문생성 또는 검색의 속도를 위한 엄격한 요

구는 없다. 많은 응용 때문에, 저장된 음악은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

. 연주되는 음악 확인 시스템은 수천 개의 라디오 방송국으로 제한될 것이다. 수천만의 개별적인 음악 사용자에 의해 

저장된 음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장된 음악 확인 시스템은 원곡으로부터 변화를 생성할 수 있는 조종의 존재에서 확인되어야만 한다. 종래 기술에

서 저장된 음악을 확인하는 방법은 변화에 대한 보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둘 다의 범주는 고유한 성질의 사용, 메타데이터(metadata)의 부가 또는 들리지 않는 신호의 부가에 의존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험은 음성 기록의 고유한 성질, 그것들 자신에 의해 또는 다른 정보와 함께 하는 조합에서 둘 중의

하나를 사용하는 기술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콤팩트 디스크(CD) 상에서 음악의 복사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은 미국 특허 6,230,192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CD에 대한 독특한 확인기를 만들기 위해 트랙(track)과 트랙의 지속 또는 CD의 'Table of Conten

ts' 사이에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CD 확인은 이전에 완성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트랙의 이름과 명령을 검색하

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은 CD로부터 제거되었던 음악을 한번도 작업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상에 복사본

이다.

다른 기술은 파일에 표식을 부착하기 위해 헤쉬(hash) 알고리즘(algorithm)을 사용한다. Secure Hash Algorithm(S

HA1) 또는 MD5와 같은 헤쉬(hash) 알고리즘은 큰 메시지가 사적인 키(key)로 서명되기 전에 안전한 방법으로 '압축

'되는 디지털 서명 적용을 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알고리즘은 128-비트 메시지 개요를 산출하기 위해 임의의 길이

의 음악 파일에 적용될 것이다. 헤쉬(hash) 값의 이익은 그것들이 생성되는 것이 빠르고, 그것들이 크기에서 작은 것

이며, 그리고 그것들은 각 헤쉬(hash)가 파일을 위한 독특한 확인기이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손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알고리즘은 안전하게 변경하기 위해 설계되는데, 실제 파일에 어떤 최소한의 변화는 다른 헤쉬(hash) 가치를 초

래할 것이다. 그 결과로, 헤쉬(hash) 가치 는 파일이 어떤 채널 효과에 따를 때 변화한다. 예를 들면, 냅스터(Napster)

와 같은 큰 파일을 분할하고 있는 교환에서 각 노래의 변수는 평균 550에 있다. 노래의 약간의 변경(예를 들면, 표본 

하나의 제거)은 노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가능할 수 없는 다른 헤쉬(hash)를 초래할 것이다.

(2) 노래 파일의 각 변수는 다수 대 하나의 관계와 함께 큰 데이터베이스를 초래하고 있는 다른 헤쉬(hash)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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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술이 미국 특허 제5,918,223호에 이미 기술되어 있다. 방법은 확인을 위해 그때 데이터베이스로 그것을 보

내는 음악의 일부분으로부터 일련의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 이 기술의 장점은 특징 벡터가 지각이 있는 특징으로 되

도록 요구되는 음악의 고유한 성질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들이 많은 분배 채널 효과로 확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손실은 다음과 같다:

(1) 특징 벡터는 추출에 대해 계량적으로 집중적이다.

(2) 특징 벡터는 큰데, 다음을 의미한다:

(a) 검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수의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용

이 든다.

(b) 그것은 네트워크 통행량을 증가한다.

(3) 각각의 개별적인 벡터는 노래를 독특하게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확인은 일련의 특징 벡

터가 데이터베이스에 필적하게 된 후에 수행된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크기

에 제한이 있어야만 한다.

(4) 기술이 모든 배달 채널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

연주되는 음성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미국 특허 제5,210,820에서 케뇬(Kenyon)에 의해 기술되었다. 

상기 특허는 신호가 관심 있는 지상의 라디오 방송국으로 향하는 청취국으로부터 얻어지는 라디오 방송국 감시를 위

해 주로 설계되었다. 시스템은 속도 변수, 소음 발생 및 신호 누락에 관계없이 노래를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다섯 개의 라디오 채널 각각에서 대략 1,000곡의 노래 중의 하나를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공개된 기

술은 상당히 확실하지만, 참조하는 노래의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제한되고, 주로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술에 기인하

여 사용된다.

모든 음성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2002년 초기에 거의 천만 곡의 다른 노래를 위해 저장된 음악을 포함한다. 흘러나오

는 음악 때문에 이 수는 수천 분의 수십에 있다. 종래 기술은 많은 더 작은 노래의 수와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에 집중

되었다.

이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존재하는 디지털 음악의 대략 50억의 복사본에 적용한다. 발생하는 순간에 확인되기 위한

음악을 요구하는 방법은 이 복사본들을 확인할 수 없다.

새로운 내용은 대다수의 대중 음악을 포함하고, 워크플로우(workflow)를 통제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하여 

적은 발생점으로부터 분배되고, 많은 발생점으로부터 분배되는 많은 수의 노래가 더해지는 비교적 적은 노래로 구성

한다. 이 지점들은 지정학적으로 분배되고, 워크플로우(workflow) 관리의 방법들은 다양하게 한다. 그러므로, 발생하

는 순간에 확인되기 위한 음악을 요구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노래를 확인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형태는 이전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모든 음성 기록을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다른 형태는 신속히 음성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음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3분의 노래는 3초보다 더 적은 시간에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생성과 검색의 계량적인 효율성과 함께 음성 기록을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다. 지문 생

성과 검색의 계량적인 효율성은 많은 노래가 소유하고 있는 한정된 동력으로 소비자의 전자적인 장비로 확인될 것이

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각각의 음성 기록과 조밀한 검색 코드로부터 생성되는 작은 지문을 사용하여 음성 기록을 자

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다. 둘 다 많은 노래가 제한된 저장 공간으로 소비자의 전자적인 장비로 확인될 것이기 때

문에 바람직하다.

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태그(tags)가 부재하거나 부정확하게 적용되는 음성 기록을 확인

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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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변수가 배달 채널 효과에 의해 기인된다는 음성 기록의 변수를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

다. 고려될 수 있는 이 효과의 명시는 다음 을 포함한다:

(1) DC 값 - 시간 영역에서 디지털화된 노래 파형 증폭의 평균 값.

(2) 단계 전도 - 노래의 파형의 매시간 영역 디지털 표준에 －1을 곱하는 과정. 다양한 채널의 노래 때문에, 단계 전도

는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3) 음의 고저 - 불변의 속도가 증가한다 - 음의 고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노래의 녹음 재생율을 촉진시키는 과정.

(4) 최고점 제한 - 구체화된 드레스오울드(threshold)에서 최대 신호 증폭을 제한하는 과정.

(5) 소리 표준화 - 오디오 파일의 획득에 의해 가장 소리가 높은 지점(또는 표본)이 최대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증가

되는 과정.

(6) 역동적인 범위 감소 - 음성의 역동적인 범위에 의해 감소되는 과정. 역동적인 범위는 강하거나, 또는 가장 약한 

부분에서 소리가 가장 높은 부분이거나, 또는 가장 부드러운 음성의 일부분의 비율이다;이것은 dB로 측정된다.

(7) 균등화 - 음성에서 요구되는 음색의 특징을 산출하기 위해 주파수들의 상대 균형을 변경하여 사용되는 과정.

(8) 재숙달 - 첫번째 숙달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을 숙달하는 과정. 다른 앨범에서 기록이 다시 문제화되거나 또는 포

함되기 때문에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가 다시 진행될 때 일어난다. 때때로 실제의 숙달하는 집이 사용되고, 다

른 시간들인 '숙달된' 재료는 그것들이 또한 최종적인 작은 단계들로 될 수 있는 복사 설비로 직접 보내어진다. 전형적

인 숙달 효과는 균등화, 압축, 제한, 표준화, 스테 레오 이미지를 넓히는 것, 올바른 명령으로 노래를 바로 입력하는 것

과 같은 오디오 신호의 많은 잠재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9) 비트(Bits)율 - kbs에서 원래의 노래가 코덱(codec)에 의해 압축되는 비율.

(10) 시작 시간 변수 - 지문에서 변수는 다른 연주기가 노래의 시작을 무엇으로 고려하는가에 의해 기인된다.

(11) 다른 숙달기 - 지문에서 변수는 다른 숙달기(압축을 위해 CD로부터 노래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장비)에 의해 

기인된다.

(12) 코덱(Codecs) - 지문에서 변수는 다른 코딩(coding)과 디코딩(decoding) 계획에 의해 기인된다.

(13) 워터마킹(Watermarking) - 지문에서 변수는 워터마크의 부가에 의해 기인된다.

(14) 소음의 부가 - 지문에서 변수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디오에서 소음의 부가에 의해 기인된다.

이전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은 원천에서 인크립션(encryption), 워터마킹 또는 태깅(t

agging)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배제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필요조건들이 만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지문을 남겨둔다.

어떤 적용을 위한 부가적인 필요조건들은 그것이 모두 존재하고 올바른 확신으로 노래 전체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 

필요조건들을 위한 이유는:(1)노래의 정당한 소유자, 또는 음악가는 그들의 노래가 단지 완전한 상태에서 분배되는 

것을 확 실하게 하길 바랄 것이라는 품질 보증, 그리고 (2) 수단이 네트워크에 걸쳐서 노래를 불법적으로 분배하기 위

해 사용될 것이라는 확인을 잘못 전하는 시도와 관련된 속임수의 방지를 포함한다. 만약 지문이 시작 부분의 근처와 

같은 노래의 작은 구역으로부터 취해진다면, 시스템을 속이려는 어떤 시도는 불법적인 노래의 전면 상에서 합법적인 

노래의 구역을 미리 의존할지도 모른다.

발명의 또 다른 형태는 노래 전체의 자동적인 확인과 인증이다.

상기 형태는 일 이상의 미확인된 기록의 하나의 구역으로부터 일 이상의 한 사람의 신청자 지문을 생성하는 것에 따

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그리고 일 이상의 한 사람의 신청자 지문으로부터 얻어진 일 이상의 

하나의 값과 다수의 참조 지문 사이에서 일 이상의 하나의 참조 지문에 값 사이에 매치(match)를 위한 검색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다른 형태와 장점들과 함께 이것들은 여기에서 이후에 더욱 충분하게 기술되고 청구되는 바와 같이 구조와 작동, 여

기에서 첨부되는 도면의 형태가 일부분이 되어야만 하는 참조의 상세함에 속할 것이고 다음에 명백해질 것이며, 숫자



공개특허 10-2004-0024870

- 7 -

와 같은 것은 전체를 통해 일부분과 같이 언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절차를 시험하는 지문 구성요소의 흐름도이다.

도 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지문 생성을 위한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2는 균등화하는 음성 파일 도수 분포도를 위한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3은 밴드(band) 대 밴드(band) 주파수 균등화를 위한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4는 도 1B에서 시간 간격에 따라 주파수 증폭의 매트릭스를 생성하기 위한 시간-주파수 분해의 블록 도표이다.

도 5는 청취 테스트의 지각이 있는 모델에 기반을 둔 지문을 생성하기 위한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6A-6C는 세 가지 변수 각각과 함께 세 가지 노래의 지문을 기반으로 둔 웨이브릿(wavelet)이다.

도 7A와 7B는 참조 지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한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8A와 8B는 지문의 예에 걸쳐져 있는 SRR 검색 매개변수의 그래프이다.

도 9A-9D는 웨이브(wave) 파일, 블레이드(blade) 128 파일, 블레이드(blade) 32 파일 및 fhg 128㎏ MP3 파일을 위

한 매치의 분배의 그래프이다.

도 10A는 범위 감소(Range Reduction)에 의한 검색의 효력의 그래프이다.

도 10B는 범위 감소(Range Reduction) 드레스오울드(threshold)에 의한 검색의 기능으로서 전체 에러(형태 1＋형태

2)의 그래프이다.

도 11은 조합하는 퍼지(fuzzy)와 신청자와 참조 지문 사이에 정확인 매치를 위한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12는 음악의 스트림(stream)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사용하는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13A는 표준 노래로부터 매초마다 생성하고 있는 하나의 지문에 기반을 둔 가장 밀접한 매치의 거리의 그래프이다.

도 13B는 도 7A에서 가장 밀접한 매치와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래 ID의 그래프이다.

도 14는 95곡의 노래를 위해 기계 생성과 인간 생성 한계점(정밀도) 사이에 백분율 매치의 그래프이다.

도 15A는 밀집한 벡터로서 노래 전체를 대표하기 위한 절차의 흐름도이다.

도 15B는 도 15A에서 묘사된 절차의 그래프이다.

도 16은 발명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의 블록 도표이다.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음악(지문)의 고유한 성질에 기반을 둔 자동적인 확인 시스템의 생성에 단계는 특징을 선택하는 것, 

특징으로부터 지문을 생성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을 생성하는 것, 과정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고 과정을 최

적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문에 포함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은 도 1A에 도시되어 있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생성 과정은 도 1B에 묘사되어 있다.

특징을 선택하는 것의 예에서처럼, 10,000개의 음성 기록의 수집은 도 1A에서 시험 세트 101로 산출되었고, 효과 10

2와 함께 시험 세트를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속임수를 드러낸다. 속임수는 상기 기술된 효과의 범위로 표현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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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징들은 효과 104와 함께 시험 세트 103과 시험 세트 둘 다로 생성되었고, 이 특징 들은 105와 비교되었다. 이상

적인 특징은 속임수의 효과가 없음을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실제적으로, 표준은 신청자 특징이 수용되었고 더

욱 시험하는 107을 드러내는 아래쪽, 106에서 결정되었다.

효과에 대한 불변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통과된 후에, 신청자 구성요소는 크기와 생성 속도의 부가적인 표준을 드러낸

다. 지문은 바람직하게 1초보다 적은 시간에 생성되고, 지문의 최종적인 크기는 바람직하게 100 바이트(bytes)보다 

작다. 모든 세 가지 표준을 만나는 구성요소는 지문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준과 만나

지 않는 신청자 구성요소는 제거되었다.

특징은 연결에 의한 지문으로 결합되었다. 값의 양자화는 시도되었다. 이것은 각 요소의 값의 계속적인 범위에서 표

본으로 되고 겹치지 않는 부범위로 나뉘어지는 과정이고, 개별적인 독특한 값은 각 부범위에 할당된다. 성공적이라면,

이것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간단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특징은 양자화가 지문의 정밀성을 감소하도록 오디

오에서 변수에 의해 충분히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답해져야 하는 또 다른 질문은 지문에서 요소의 최적의 수였다. 생성될 수 있는 독특한 지문의 수 FP 는 요소 n 의 수

의 기능과 각 요소의 개별적인 값의 수 e 의 다음과 같은 함수이다:

FP＝e n

지문이 n 요소의 e 값의 어느 요소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각 10 수준으로 3 요소와 함께 지문 시스템은 10
3 의 최고 한도 또는 1000의 독특한 지문을 가질 것이다. 증가하는 e 또는 n 에 의해 독특한 값의 수에서 증가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요소의 증가하는 수는 증가하는 지문 크기의 비용에서 온다. 작은 지문 크기는 상기 기

술된 이유를 위해 바람직하다. 더나아가, 요소의 값의 모든 결합이 음성 기록의 대표적인 표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단순하게 증가하고 있는 e 또는 n 의 값이 지문 시스템의 용량을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된 값의 벡터에 의해 대표되는 n차원의 초공간에서 지문의 최소한의 공간으로 되기 위해 필

요되는 것 또한 경험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지문을 생성하는 과정의 일부분은 요소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필요조건을 최적으로 충족할 것인 값에 포함

된다. 각각의 32,768 값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30 요소는 2억의 지문의 위쪽 범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 검색 방법에서 도전은 합리적인 시간에서 참조지문의 데이터베이스(수백만의 참가자를 포함할

것이라는)로부터 신청자 지문에 최고의 매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두 개의 가능한 방법은 정확한 매치와 부정확한 또

는 퍼지(fuzzy) 매치이다. 정확한 매치, 또는 헤쉬(hash) 키 접근은 규모가능성, 단순함 및 애매모호함의 결여(직접적

인 표 검색)에 기인하여 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기술된 효과

에서 완벽하게 불변인 지문을 요구하고, 분석은 이것이 그 경우와 달랐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접근은 일반적으로 큰 정도인 효과에 있어 불변의 어느 정도를 갖는 지문을 생성하는 것이고, 부정확한 또는 

퍼지(fuzzy) 매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실 제적인 퍼지 매치 시스템을 충족하기 위한 두 가지 필요조건은 관리할 수 있

는 크기로 검색 공간을 감소하기 위한 '지능적인' 전략을 공식화하는 것과 매치의 객관적인 측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질문, 동기 또는 신청자 지문이 주어지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치의 객관적인 측정은

무엇이 매치이고 아닌 지의 경계를 정하는 스칼라 값으로 정의될 것이다.

시스템 수행의 어떤 형태는 가짜의 노래 지문 1000만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시험되었다. 그러나 실제 노래의 지문

을 사용하는 전면적인 워킹(working) 시스템보다는 다르게 부합될 수 없는 어떤 시스템 수행 문제가 있다. 이 의도 때

문에, 음악의 세계의 공급을 대표하는 일백만의 실제적이고 독특한 노래의 서명이 수집되었다. 이것은 그 밖의 점에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시험의 행동과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에, 시스템의 수행은 지문 벡터의 요소에서

검색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이터베이스에 반하여 검색되었던 명령을 변화(a)하고, 검색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메모

리에서 지문의 포획을 사용(b)하는 것에 의해 최적화되었다. 결과적인 방법은 정확한 매치의 속도와 함께 퍼지(fuzzy)

매치의 견고함과 유연함을 결합하고 흘러나오는 음악의 확인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해, 조정하는 다양한 매개변수에 의한 검색을 최적

화하기 위해,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확인의 용도를 위해 노

래 전체로부터 특징을 생성하기 위해 아래에 기술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검색과 함

께, 다음의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 퍼지 검색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디지털 오디오 파일은 다른 부호기, 비트(bit)율 및 표준 주파수로부터 초래하는 다양한 포맷에서 존재한다.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조건설정 단계 201은 오디오 신호를 노래마다 일관되고 지문 생성 단계에 의해 초기에 조정되는 

포맷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포함된다. 신호 조건설정 단계 201은 데이터의 스트림(stream)을 생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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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과 떨어져 제거하는 것 및 지문의 견고함을 증가하기 위해 변형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11,025 ㎐에서 표본으로 된 파형을 따라 단청(單聽)을 표현하는 데이터의 변조된(PCM) 스트림의 

펄스 코드를 다양한 입력과 절차로 수용한다. 선도하는 0들은 일 이상의 세개의 연속적인 0이 아닌 데이터 지점이기 

전까지 제거된다. 생성된 구역은 시작점으로부터 인접하는 표본 156,904를 구성한다. 이것은 파일의 첫번째 14.23초

를 형성한다. 표본율과 표본크기는 지문 품질, 데이터 크기 및 생성 시간 사이에서 좋은 절충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PCM 스트림의 다른 구역이 생성될 것이다. 예를 들면, 156,905 th 에서 시작하는 구

역은 출발점으로부터 표본으로 하고 다음의 156,904 인접하는 표본들을 사용한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음악의 초 구역이 생성된다. 예를 들면, 첫번째 150,000 인접하는 표본들은 시작

점 후에, 그리고 100,000 표본들의 세트는 시작점 후에 30초이다.

신호 발생조건 201은 또한 지문의 견고함을 증가시키는 PCM 스트림을 변형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법

이 제한적인 효과로 지문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도수 분포도 균등화를 사용한다. 도수 분포도 균등화는 이미지의 

대조를 강화하기 위한 이미지 과정으로 사용되는 대중적인 기술이다. 오디오의 제한은 각 표본 값이 개별적으로 다른

값의 지도를 만드는 도수 분포도 균등화와 유사한 작동이다. 제한의 목적은 남아있는 다른 변화가 없는 동안 문외한

을 억제하는 것이다. 절차는 도 2에 묘사되어 있다. PCM 스트림 201은 개별적인 오디오 표본들이 증폭의 특별한 범

위를 정의하고 있는 저장소에 놓여지는 도수 분포도 220으로 만들어진다. 결과적인 도수 분포도는 x축에서 증폭 저

장소를 나타내고 y축에서 각 저장소에 표본들의 수를 나타낸다. 이 도수 분포도는 표준화되는데, 모든 저장에서 값의 

합이 단일 222와 등등하게 되도록 한다. 따라서, 도수 분포도의 각 바는 증폭하는 표본들의 발생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확률 밀도 함수는 누적하는 확률 밀도를 생성하기 위해 합산된다 224. 각 증폭에서 표본들의 동등한 발생

과 함께, 각 도수 분포도가 두텁다면, 최종의 누적하는 확률 곡선은 모노토닉(monotic)일 것이다. 표본들은 가능한 한

모노토닉에 근접하도록 만들기 위해 재배치를 만들게 되어 226, 도수 분포도가 다시 형성되는 것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값은 이제 균등화된 오디오 도수 분포도를 나타내는 PCM 스트림으로 되돌아가 지도를 만든다. 다른 실시예는

비-모노토닉 형상으로 단계 226에서 다른 지도를 만드는 것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어떤 음악 표본들이 시간에 걸쳐서 매우 폭넓은 역동적인 범위를 나타낼 것이라는 설명

을 한다. 예를 들면, 고전적인 음악은 큰 소 리 구역 전에 조용한 구역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이미지

과정에서 국부적인 대조 강화와 과정이 사용된다. 도수 분포도 균등화는 표본의 더 작은 부구역에 독립적으로 적용된

다. 대부분의 부구역은 자체가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만약 표본이 증폭의 개별적인 구역으로 구성된다면, 대부분의 

부구역은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다른 구역에 놓여질 것이다. 만약 표본 더욱 완만한 대규모의 변수를 갖는다면, 대부

분의 부구역은 단지 대규모 변수의 작은 부분을 포함할 것이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주파수 균등화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다. 주파수 균등화 또는 EQ는 분리되는 주파수

밴드의 동력을 올리거나 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만약 EQ의 량이 크다면, 지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리 구성

요소가 각 주파수 밴드 내에 동력이기 때문에 지문은 변경될 것이다. 밴드 대 밴드 표준화는 신호를 진행하기 위해 사

용되고, EQ에서 결과적인 지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며, 이에 의해 주파수 균등화에 따르고 있는 노래

를 확인하기 위한 지물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도 3에 도시되고, 다음과 같다:

(1) PCM 오디오 스트림 232의 주어진 15초 표본으로부터, 프레임(frame) j 234를 생성한다(대략 3초).

(2) 프레임의 DCT 236을 획득하고 동일 규모 주파수 밴드로 분할한다 232. 바람직한 방법은 32 밴드를 사용한다.

(3) 각 밴드 i에서 프레임 j를 위해 L1 norm＝1로 DCT 값을 표준화한다 240.

(4) 각 밴드 i를 위해 표준화된 DCT 값의 기준 편차 242를 계산한다. 이 값 은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 X 244에서 (i,j)

-th 엔트리(entry)와 대응한다.

(5) 대략 0.5초의 단계 규모를 사용하여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246.

(6) 매트릭스 X로부터 약한 신호 변수에서 매우 민감한 밴드를 제거한다 250. 바람직한 방법은 밴드 1, 밴드 26-32

를 제거하였다.

(7) 밴드 벡터 p1을 곱한 평균과 프레임 벡터 p2를 곱한 평균을 계산한다 252.

(8) 각각의 L1＝1로 p1과 p2를 표준화한다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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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P 벡터를 형성하기 위해 표준화된 p1과 p2를 연결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문 생성을 위해 사용된 오디오의 동일한 부분을 읽는다.

(2) 지문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주파수 부밴드의 각각에서 덮개를 생성한다. 덮개의 생성은 4 th 등급 부터워스(butter

worth) 대역 여파기(帶域濾波器)에 의해 바람직하게 수행된다.

(3) 각 덮개에서 덮개의 norm-1 측정이 단일로 동등하게 되도록 각 부밴드에서 덮개를 표준화한다.

(4) 지문을 생성한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대각선 주파수 범위로 동력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과 주파수 조종 양쪽의 효과

를 충돌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PCM 스트림의 주어진 15초 표본으로부터, 프레임 j를 생성한다(대략 3 초).

(2) 프레임의 DCT를 획득하고 동일한 밴드의 요구되는 수로 분할한다(여기에서 32).

(3) 각 밴드 i에서 프레임 j를 위해 L1 norm＝1로 DCT 값을 표준화한다.

(4) 각 밴드 i를 위해 표준화된 DCT 값의 기준 편차를 계산한다. 이 값은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 X에서 (i,j)-th 엔트리

(entry)와 대응한다.

(5) 대략 0.5초의 단계 규모를 사용하여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6) 매트릭스 X로부터 약한 신호 변수에서 매우 민감한 밴드를 제거한다. (이 경우에 밴드 1, 밴드 26-32로 결정되었

다).

(7) 벡터 p1을 그리는 x의 각 면상에서 주대각선과 8오프(off) 대각선의 평균을 얻는다.

(8) 벡터 p2를 얻기 위해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 회전되는 매트릭스 x를 향하여 반복한다(g).

(9) L1 norm＝1로 p1과 p2를 표준화한다.

(10) FP 벡터를 형성하기 위해 p1과 p2를 연결한다.

시간 주파수 분해 202는 민감도 또는 노래들 사이에서 작은 차이를 탐지하는 능력을 최적화하고(a)하고, 견고함을 최

적화하거나 또는 시간이나 주파수에서 압축에 의해 야기된 변화의 효과를 최소화하며(b), 다양한 코덱(codec)에 의해

, 그리고 계산 시간을 최소화(c)하기 위해 선택된 매개변수와 함께 주파수 영역으로 시간 영역에서 신호 발생조건으

로부터 PCM 신호 출력을 변형한다. 이것은 프레임들 사이에 어떤 중첩과 함께 어떤 길이의 주기 또는 프레임에서 변

화하고 있는 신호가 시간을 세밀하게 나누고 주파수 영역에서 각 프레임을 변형하는데, 그때 밴드에 걸쳐서 어떤 중

첩과 함께 밴드에서 주파수를 나눈다.

시간 주파수 분해하는 방법의 실시예가 도 4에 묘사되어 있다. 인접하는 표본(2.97 초) 각각의 12 중첩 프레임 32,76

8의 301-312 중 첫번째 프레임 301은 개별적인 코사인 변형(DCT) 320을 거쳐서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까지 

수집되고 변형되는데, 32,768 주파수 증폭의 벡터를 낳고 있다. 주파수 분해는 11,025/(2 * 32,768)＝0.168㎐/표본

이다. 결과적인 주파수 영역 벡터의 부분은 다음의 밴드 에지(㎐에서)와 함께 15 주파수 밴드로 나뉘어지는 것에 의해

대역 여파(帶域濾波)322 된다: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300; 300에서 400; 400에서 510; 510에서 630; 

630에서 770; 770에서 920; 920에서 1080; 1080에서 1270; 1270에서 1480; 1480에서 1720; 1720에서 2000; 2

000에서 2320; 2320에서 2700. 주파수 증폭의 벡터 326-327은 시간 간격 203에서 주파수 증폭의 매트릭스의 세로

열을 밴드 형태로 나눈다.

32,768 표본의 다음 프레임 302는 데이터로부터 수집되지만, 156,904 표본의 원래의 순서를 넘어 14,264(1.29초) 

표본에 의해 이동된다. DCT 320과 여과 322는 반복되는데, 시간 간격에서 주파수 증폭의 매트릭스 203의 초 세로 

열 327을 산출하고 있다. 작동은 12번 반복되는데, 각 시간은 14,264 표본에 의해 프레임의 시작을 이동하고 있다. 

결과는 주파수 밴드(i)의 15 가로 열과 시간 프레임(j)의 12 세 로 열로 이루어지는 매트릭스 203이다. 매트릭스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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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시간 프레임을 넘어 특별한 주파수 밴드에서 주파수 확대의 집합이다. 각 주파수 밴드 i에서 모든 프레임 j를 위

해 N i DCT 값이 있다. 수 N i 는 밴드가 다른 대역폭을 갖기 때문에 밴드와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

00㎐까지 밴드 1은 100/0.168＝595 값을 포함하는 반면에, 2320에서 2700㎐까지 밴드 15는 380/0/168＝2261 값

을 포함한다.

상기 기술된 대역폭 분할은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보다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더 우수한 분해를 갖는다. 이것은 조종

과 관계없이 노래를 확인하기 위한 낮은 주파수 정보를 관찰자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성됨에 따라 밴드로부터 지문 특징을 생성하는 것은 인간이 동일물로 되는 것으로서 두 개의 노래를 확

인하려는 방법을 반영하는 결과를 낳기가 더욱 쉽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19 주파수 밴드에서 32,768 표본의 전체 주파수 영역 벡터를 분할하는데, 19 가로 열과 

12 세로 열과 함께 시간-주파수 매트릭스를 초래하고 있다. 밴드 에지는(㎐에서):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300; 300에서 400; 400에서 510; 510에서 630; 630에서 770; 770에서 920; 920에서 1080; 1080에서 1270; 127

0에서 1480; 1480에서 1720; 1720에서 2000; 2000에서 2320; 2320에서 2700; 2700에서 3150; 3150에서 3700;

3700에서 4400; 4400에서 5300.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3-옥타브 주파수 밴드에서 32,768의 주파수 영역 벡터를 분할하는데, 27 가로 열

과 12 세로 열과 함께 시간-주파수 매트릭 스를 초래하고 있다. 거의 30,000 표본의 첫번째 프레임은 어떤 중첩 없이

30,000 표본의 프레임에 의해 뒤따라서 사용될 수 있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50%로 중첩된 1초 주기의

프레임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프레임은 10% 중첩으로 또는 밴드의 에지를 함께 흡수하기 위해 

윈도윙(windowing)을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 변형된다.

각 시간 프레임에서 주파수 증폭의 매트릭스 203을 낳는 어떤 실시예에서, 매트릭스 203은 어떤 표준화로 시간 주파

수 매트릭스 204로 변형되고/또는 민감성과 견고함을 최적화하기 위해 저울질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법에 있어, 특별

한 시간 간격에서 주파수 증폭은 초 동력과 부가된 모두에서 상승된다. 이 작동은 제곱의 주파수 증폭의 15 합의 벡터

를 초래하는데, 신호의 특별한 시간 조각을 위해 각 밴드에서 신호의 동력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 204의 가로 열은 다른 수의 값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15 지점 벡터는 

각 가로 열에서 DCT 값(N i )의 다른 수에 의한 분할에 의해 표준화된다. 예를 들면, 0에서 100㎐ 밴드는 595에 의해

분할되는 반면에, 2320에서 2700 밴드는 2261에 의해 분할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파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인 어떤 주파수 균등화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더욱 표준

화 단계를 사용하고, 신청자와 등록 노래 사이에서 소리에 변수의 효과이다. 이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M ij 는 j-th 프

레임에서 i-th 밴드의 RMS 동력값, i＝1에서 15는 밴드 색인이고 j＝1에서 12는 프레임 색인인 시간-주파수 매트릭

스 M＝[M ij ]로 주어지고, 주파수 표준화 계획은 다음과 같이 각 가로 열 벡터 , i＝1에서 15

가 도입되고, i-th 밴드의 12 RMS 동력값을 유지한다.

전체 벡터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정하게 된다.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 204는 본질적으로 분광사진이다. 다음의 단계는 이것을 최고로 나타내는 가장 낮은 값의 수에

서 분광사진을 감소한다. 시간과 주파수 한계, 원리 구성요소 분석, 유일의 값 분해 및 시간과 주파수에서 분광사진의 

순간을 포함하여 그렇게 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두 가지 한계 값을 사용한:동력 밴드(PB)로 알려진 각 주파수 밴드에서 중심 경사의 벡터 205와 기

준 편차 동력 창(STD PW)으로 알려진 각 주파수 밴드에서 변형의 벡터 206. N i DCT와 함께 밴드 i에서 프레임 j를 

위한 PB를 계산하는 것은 x k 로 등록한다.

PB(i)＝sqrt[(sum j abs(x k ))/12], 여기에서 j는 프레임 색인이다.

밴드를 위한 STD PW는 밴드에 대한 DCT의 평균 제곱근 값의 프레임과 교차하는 기준 편차이다. STD PW는 각 프

레임에서 DCT 값의 수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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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 다른 실시예는 주파수 중심 벡터(FCV)로 알려진 각 시간에서 주파수들의 벡터 208을 사용한다. 유일한

15 밴드 대신에 모든 19 밴드, FCV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각 세로열 벡터 

는 j-th 시간 프레임에서 각 밴드의 19 RMS 동력값을 유지한다. 19 밴드는 밴드 #1에서 밴드 #10의 낮은 밴드 그룹

과 밴드 #11에서 밴드 #19의 높은 밴드 그룹으로 다시 분할된다. 두 개의 중심, 낮은 밴드 그룹의 중심과 높은 밴드 

그룹의 중심이 발생된다. 중심은 시작점이 이용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스트리밍 오디오 또는 노래의 무질서한 부분인 

노래들을 추적하기 위한 지문 인식 시스템의 능력을 이용한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원리 구성요소 분석이 사용된다. 이 방법에서 대부분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는 시

간-주파수 매트릭스 204로부터 생성된다. 수학적으로 가정 X는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 204를 나타낸다. 원리 구성요

소 분석의 이론에 의해, X는 다음과 같이 기재될 수 있다.

X＝Σ i σ i x i , 여기에서 i＝1,2,...

구성요소 x i 는 매트릭스 X의 구축 블록이고 값 σ i 는 각 블록의 무게(중요함)이다. 원리 구성요소는 모든 i에 대해

σ i ＞＝σ i 이 되도록 매트릭스 X인 것이다. 매트릭스의 대부분의 중요한 특징으로 잡고 있는 구성요소의 최소 배

치를 사용하여 접근은 따라서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 204를 나타내기 위해 찾는다. 장점은 원리 구성요소가 식별과 견

고함 사이에서 좋은 교환이라는 것이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은 적용하고 있는 원리 구성요소 분석의 구체적인 실예인 유일의 값 분해(S

VD)로 만들게 된다. 이것은 폭넓게 사용 되고 많은 감소된 특징 배치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주요한 아이디어는 구축 

블록 매트릭스들이 모두 하나의 등급, 본질적으로 두 개의 벡터의 바깥쪽 산출물, 시간(u)에서 하나이고 주파수(v)에

서 다른 것이다. 만약 x i ＝uv T 가 SVD에 의해 얻어짐으로서 원리 구성요소이라면, 이때 norm_2(X-x i )는 최소

화된다. 오디오 지문에서 SVD 접근을 사용하는 장점은 이것이 시간 영역(이동, 최고점 제한 등등)에서 적용된 효과와

주파수 영역(균등화)을 분리한다는 것이고 독특한 FP를 생성하기 위해 이 모든 효과들의 조정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밴드 값의 무게를 기반으로 둔 주파수가 1에서부터 9까지 밴드 수를 사용하

는 대신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 그룹의 중심은 수가 표시되는 순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각 밴드는 예를 들면, 그

것의 중심의 주파수 또는 그것의 대역폭, 또는 그 밴드에서 독특한 매개변수의 또 다른 배치와 함께 나타낼 수 있다.

초기에 기술된 중심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밴드 수 1-19를 사용하는 대신에, 밴드의 중심의 주파수 또는 그것의 

대역폭 또는 밴드의 어떤 정량 대표가 사용될 수 있다. 밴드를 묘사하기 위해 일련의 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를테면 밴

드 순서가 혼합된다면 문제로 이끌 수 있다. 중심은 C＝(sum i x i f(x i ))/sum i x i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수 1-19

는 f(x i )를 위한 x i 와 PB값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x i 에 대한 밴드의 중심 주파수를 사용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주파수들을 넘는 증폭 변화의 값들이 계산되는데, 예를 들면, 기준 편차 주파수(

STD F)로서 알려진 주파수 밴드를 넘어 변화의 벡터 207이다. 프레임 j에 대한 STD F 값은 그 주파수 밴드에 대한 

DCT의 평균 제곱근의 주파수를 넘는 기준 편차이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청취하고 있는 사람의 지각 있는 모델이 생성된다. 지각 있는 모델 이면에서 원

리는 사람의 청각 능력의 시뮬레이션이다. 이것은 시간과 주파수 영역 둘 다에서 청각 신호의 조종과 관계없다는 것이

관찰되는데, 사람은 원래의 것을 매치함으로써 노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시스템이 각 개별적인 효과를 효율적으로

상세하게 다루지만, 신호가 이제 원래의 것에서 매우 왜곡된 버전(version)이기 때문에 결합된 효과를 상세하게 다루

는 것을 상당히 더욱 어렵게 만든다. 다양화된 효과로 견고하게 되어 있는 도전은 이 효과가 확인 시스템에서 알려지

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과 주파수에 위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효과를 이동시키기 위한 신호로 적용되는

어떤 광범위한 작동은 지문 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갖는다. 목적은 이 효과로 견고해진 신호로부터 특징을 생

성하기 위해 사람의 귀의 간단하고 근접한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지각 있는 모델로 불리어진다.

본 발명은 입력 표본의 일정한 유한의 표본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길이는 입력 신호의 15초 표

본이다. 포함된 단계는 도 5에서 묘사되고 아래에 설명된다.

(a) 15초 오디오 표본 501은 오디오 프레임에서 창을 내게 된다 502. 목적은 프레임 사이에 부드러운 변화를 제공하

기 위해 창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부드러운 성질과 함께 어떤 창이 사용될 수 있다. 창의 길이는 의지하고 있는 적용

이다. 이 적용 때문에, 해밍(Hamming) 창 h와 0.1초 프레임 주기가 사용될 수 있다. 창과 프레임 주기는 시간과 주파

수 분해와 복잡성 사이에서 최고의 교환으로 제공되는 결합으로서 실험적으로 결정되었다. 프레임의 길이 N 때문에, 

다음의 식에 의해 정의되는 창으로 낱낱이 신호 프레임을 생성하고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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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파수 무게: 창을 내게 된 신호 503의 DCT를 취하고 주파수 스펙트라에 귀 모델 대체 함수 A 504를 적용한다(

낱낱이 증가). 이것은 본질적으로 임계 청취 범위(2000-4000㎐)에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의 방법을 더 좋은 

모델로 하기 위해 주파수 f를 강화한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만약 두 개의 신호가 그들 중 하나에서 효과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들린다면, 이때 주파수 스펙트라는 사람의 임계 청취 범위에서 더욱 서로 서로 가깝게 될 것 

같다. 따라서, 주파수 스펙트라 값의 강화는 이 범위에 있다.

(c) 지각 있는 시간-주파수 동력 매트릭스 계산:

.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 X 505에 DCT 값을 저장한다.

. 50%의 프레임 중첩을 이용하여(이 경우에 0.05초), 앞으로 이동하는 것에 의해 (a)와 (b)를 반복한다 506.

. X(평균 신호 크기에서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의 DC 구성요소를 버리고 507 동력 매트릭스를 얻기 위해 즉시의 동력

을 계산한다 508(DCT 값의 제곱의 크기).

. 동력 매트릭스로부터, 작은 시간-주파수 블록에서 전체 동력을 계산한다 509. 예를 들면, 절단한 주파수[0; 100; 2

00; 300; 400; 510; 630; 770; 920; 1080; 1270; 1480; 1720; 2000; 2320; 2700; 3150; 3700; 4400; 5300;]로 

주파수에 대한 19 바크(bark) 밴드를 사용하고, 15 동력 매트릭스에 의해 19를 산출하기 위해, 시간에 대해 동등한 

규모로 된 밴드를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의 초 비중첩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서 동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한다.

. L1 norm을 사용한 시간-주파수 매트릭스를 표준화한다 510.

. 15 매트릭스에 의한 19에 대해 오직 바크 밴드 3-17과 모든 15 시간 밴드를 보유한다 511. 양자택일로, 15 매트릭

스에 의한 15 때문에, 오직 바크 밴드 3-17과 시간 밴드 3-17을 보유한다. 바크 밴드 3-17은 지각 있는 사람의 청취

범위에 걸쳐있다. 3-17 시간 밴드를 사용하는 것은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주는 시간 표본의 초기와 끝에서 시

간 정보를 버린다. 이것은 감소된 시간-주파수 매트릭스 Xf 1212를 산출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15 매트릭스에 의한 

15를 사용한다.

(d) 로그 스케일(기본 10으로)로 동력 매트릭스 XF를 변형하는 것에 의해 513 그리고 지각 있는 소음 모델을 더 좋게

하기 위해 10을 곱하여, 즉 10log 10 (XF)으로 사람의 소음을 모델링하고 있다. (이것이 동력 매트릭스에서 값이 표

준화되는 이유이다. 이것은 로그 영역에서 값의 범위를 넘는 구속을 초래한다).

(e) 매트릭스 XF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벡터 값을 계산하는 것에 의해 지문을 생성한다 514.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시간-주파수 밴드에서 동력은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조종의 결합으로 시스템

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특징적인 음성에서 두 개의 스펙트라의 시간 스펙트럼 또는 주파수 스펙트럼 또는

결합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결합 시간-주파수 밴드에서 동력의 사용은 매우 흔하지 않다. 결합 시간-주

파수 동력을 사용한 뒤에 다른 것들 사이에 소리 표준화와 주파수 균등화와 같은 시간과 주파수 둘 다에서 다양한 효

과를 견고하게 되도록, 유도(motivation)는 시간과 주파수들의 범위에 걸쳐있는 영역을 가로질러 동력을 계산하기 위

해 도와줄 것이다.

다양화된 효과들에서 견고하게 되어 있는 도전은 이 효과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과 주파수에 위

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신호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작동은 지문 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과 주파수들의 범위를 동시에 가로질러 평균으로 하는 것에 의해, 특별한 

시간 프레임(소리 표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또는 주파수 밴드(주파수 균등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서)에 무엇이든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의해 다소 완화될 것이고 더 넓은 효과의 범위를 넘어 더 나은 실행이 얻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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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시간-주파수 동력 매트릭스 XF로 시작하는 것은 매트릭스 상에서 다음의 작동이 수행된다:

(a) L1 norm＝1로 동력 매트릭스를 표준화한다.

(b) 표준화된 동력 매트릭스를 로그 스케일(기본 10으로)로 변형하고 10을 곱하는데, 즉, 10log 10 (XF). (이것이 동

력 매트릭스에서 값이 표준화되는 이유이다. 이것은 로그 영역에서 값의 범위를 넘는 구속을 산출한다).

(c) 결합 시간-주파수 동력을 얻는다:

. 대각의 시간-주파수 구역(XF의 주요한 대각의 어느 한쪽 면상에서 주요한 대각과 그 외 7 대각)에서 평균 동력의 

절반을 얻는다(이것은 로그 영역에서 rms 동력의 등가물이다). 이것은 각 동력 값이 시간과 주파수 밴드의 범위에 걸

쳐있는 15 지점 동력 벡터 m1을 초래한다.

. 시계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되는 XF 방향으로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이것은 또 다른 15 지점 동력 벡터 m2를 초

래한다. 이 작동은 그것들이 m1과 m2 둘 다에서 일어난 이래 중심의 시간과 주파수 구역상에서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배치한다.

(d) L1 norm＝1로 벡터 m1과 m2의 각각을 표준화하는 것, 벡터 m을 얻기 위해 표준화된 m1과 m2를 연결하는 것 

및 30 지점 지문(FP)을 산출하기 위해 안티로 그(antilog)(10 m )를 취하는 것에 의해 지문을 얻는다.

이 지문은 L1 간격 norm으로 결합될 때 최고가 된다. 이타쿠라(Itakura) 간격(아래에 기술된)의 사용은 모델이 이미 

기하학적인 평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로그 영역에서 산술 평균은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 기하학적인 평균과 동등하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특징은 웨이브릿(wavelet) 기반 분석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웨이브릿은 지각적

으로 관련되는 주파수 밴드에 속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와 함께, 노래로부터 직각의 구성요소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다. 분할은 웨이브릿 기반 필터 뱅크(bank)에 기반을 둔다. 이 특징 벡터 값들(지문)은 이 구성요소 각각의 백분율 동

력이다. 웨이브릿을 사용하는 이익은: (1)웨이브릿 분석이 신호 구성요소의 깨끗한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호 주

파수에 따라 자연적으로 필터 창, 특별히 중요한 것을 적용하고; (2)웨이브릿 변형의 계산은 아주 유효하다.

웨이브릿 기반 지문에 대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기술될 것이다. 둘 다의 대상물은 10 수준으로 2개의 부분으로 구성

되는 개별적인 신호의 변형을 얻으려는 것이었고, 시간에서 10 직각의 구성요소를 얻기 위해 각 수준을 독립적으로 

개조한다(원래의 신호를 초래하고 있는 이 10 구성요소의 합). 이때 각 구성요소(각 구성요소에서 표본 값을 제곱한 

크기의 합)에서 전체 동력은 % 동력 값을 얻기 위해 모든 10 구성요소를 가로질러 전체 동력에 의해 계산되고 표준화

된다. 이 과 정은 앞쪽과 반대의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웨이브릿 변형의 사용을 포함한다. 더 개선된 방법은 그것

들의 스케일(반응도 값)에 의해 표준화된 웨이브릿 계수 크기 값으로부터 직접 10 구성요소 각각의 동력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접근 사용의 정당성은 변형이 직각이고 단일이며, 시간에서 웨이브릿 영역까지 가고 있을 때 동역이 보존

되고 반응도는 웨이브릿 영역에서 동력의 측정 때문이라는 것에 있다. 이것은 아래에 제출된 방법이다.

(1) 적당한 웨이브릿 필터, h(낮은 패스(pass))와 g(높은 패스)를 잡는다.

(2) 주어진 노래 표본에 대해서,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스케일 S의 배치를 위해 개별적인 대각의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웨이브릿 변형을 결정한다.

(3) 모든 스케일 S에 대해서, 그 스케일로 웨이브릿 계수의 평균 제곱근(rms)을 계산한다. 반응도 값을 주어 스케일에

의해 이 값을 표준화한다(스케일 J에서 2 J 에 의해 rms 값을 나눈다).

(4) L2 norm(절대 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 1과 동등하도록 반응도 값 벡터를 표준화한다. 최종의 결과는 WavBa

ndPower IOA이다.

세 가지로 변하는 세 가지 노래에 결과는 도 6A-6C에 도시된다. 변하는 각 노래로부터, 값 351-353의 밀접한 중첩

과 도 6A-6C 중의 하나에서 묘사되는 각 노래들 사이에 벡터들의 상대적인 차이는 지문 기술로서 이 방법의 적절성

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벡터 205-208의 값이 결과적인 지문의 검색 시간과 에러율을 최소 화하기 위해 정해지고 더해진다 209. 

바람직한 방법에서 특징은 다른 노래들 사이에서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하는 순서로 정해진다. 논리는 N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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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외부로 첫번째 M 특징은 에러율이 모든 N 특징을 사용하여 찾는 것보다 더 크지 않지만, 더욱 보다 작은 검색

시간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있다. 이 방법은, 여분의 특징의 부가가 시스템을 0 에러율로 보다 가깝게 접근시

키지만, 더 많은 생성과 검색 시간의 비용이 든다. 이것은 특징 세트 크기와 에러 실행 사이에서 최적의 교환을 선택하

는 유연성을 허용한다.

지문에서 모든 등록을 위한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오직 그 등록에 포함된 지문을 가정하고 있는 전체 에러(형태 1+

형태 2)를 계산한다. 이 실시예에서, 지문은 15 다른 주파수 밴드에 대해 PowerBand 값으로 되어있는 첫번째 15 지

점, 그리고 동일한 밴드에 대해 StdPowerWindow 값으로 되어 있는 두번째 15지점과 함께 30 지점 벡터인 것을 명

시한다. 다른 말로, 무게의 바람직한 방법은 1에서 205와 206 둘 다와, 0에서 207과 208의 무게로 주어진다. 지문에

서 값은 15 튜플(tuple)를 초래하고 있는 특별한 주파수 밴드와 대응하는 모든 값을 튜플(쌍)에 함께 놓여져 쌍을 이

루게 된다. 각 튜플(주파수 밴드)의 효력은 이때 결정되었다. 감소하는 효력의 조건으로 밴드의 순서는: [1,2,3,4,5,6,

7,9,13,8,15,12,11,10,14]였다. 이것은 지문에서 다음의 등록 순서로 고쳐진다: (1,16), (2,17), (3,18), (4,19), (5,20

), (6,21), (7,22), (9,24), (13,28), (8,23), (15,30), (12,27), (11,26), (10,25), (14,29). 첫번째 6의 등록들이 수의 순

서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실행이 수의 순서로 등록을 남겨놓고 최종의 지문의 생성하기 위해 정해진 값들을 연결하

는 것에 의해 얻어지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벡터 205, 206은 각 개별적인 요소가 0에서 32,768 범위에서 정수인 그러한 방법으로 시간-

주파수 매트릭스가 다시 정해지는 과정에 의해 얻어진다. 만약 E가 RMS 동력 206의 기준 편차의 벡터와, e i 와 p i

대응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평균 동력 205, P의 벡터를 나타내도록 사용된다면, 이때 다시 정해지는 방정식은:

이다. 결국, E 첫번째와 P 마지막으로 놓여지는 두 개의 벡터는 연결되어, 지문으로 사용되는 30 요소와 함께 벡터 2

10을 초래하고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두 개의 지문이 사용된다. 원리는 더 많은 정보가 더 좋은 확인 실행으로 이끈다는 것

에 있다.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검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참조 지문에 놓을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다. 

각 지문이 다른 것(다른 말로, 상호 정보가 최소이다)에서 발견되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참조 지문을 병행

하여 사용하면, 검색 속도의 손실 없이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하는 장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병렬 과정 프레임워크(framework)에 적용하는 두 개의 참조 지문을 생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다른 접근이 

있다. 양 접근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올바른 결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 미스매치의 가능성을 감소하기 위해 두 개의 지문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것은 기록되는 매치를 위해 신청자 지문

의 첫번째 부분이 주어진 참조 지문의 첫번째 부분과 대응할 것이고 신청자 지문의 두번째 지문이 동일한 참조 지문

의 두번째 부분과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의 두번째 부분은 첫번째에 보충으로서 사용되고 첫번째로

부터 얻어진 결정을 보강하기 위해 공급한다. 이 범위에서, 지문의 두번째 부분은 첫번째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직각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야만 한다. 예는 지문의 두 개의 부분으로서 다른 주파수 밴드에서 동력의 평균과 

기준 편차와 같은 두 개의 다른 속성의 사용이다. 또 다른 예는 지문의 두 개의 부분으로서 다른 주파수 밴드에서 동

력의 평균과 중심의 사용이다.

(b)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는 노래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소하기 위해 분리적으로 두 개의 지문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기록되는 매치를 위해(상기 (a)에서 처럼) 오직 신청자 지문의 첫번째 부분이 주어진 참조 지문의 첫번째 

부분과 매치할 것이던지 오직 신청자 지문의 두번째 부분이 참조 지문의 두번째 부분과 매치할 것이던지 신청자 지문

의 양쪽 부분이 동일한 참조 지문과 매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신청자 지문의 첫번째 부분이 주어진 참조 

지문의 첫번째 부분과 매치하고 신청자 지문의 두번째 부분이 다른 참조 지문의 두번째 부분과 매치한다면, 이때 선

택될 수 있는 기록된 매치로서 가장 밀접한 간격을 등록하는 참조 지문이거나, 또는 기록될 수 있는 주어진 신청자를 

위한 매치가 없다. 따라서, 지문의 두번째 부분이 첫번째에 구성요소로 사용된다. 이 설정의 본질로 인하여, 지문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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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부분이 서로 서로 직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는 지문의 두 개의 부분으로서 시간 한계와 주파수 한계의 사용이다. 각 부분은 완벽하게 다른 계획으로 정보를 잡

는다. 또 다른 예는 지문의 두 개의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주파수에서 원리 구성요소를 생성하는 시간-주파수

매트릭스의 원리 구성요소 분석의 사용이다. 후자로 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원리 시간과 주파수 벡터를 직접 산

출하는 유일한 값 분해(SVD)의 사용을 통해서 일 것이다. 병행 검색 설정에서 시간과 주파수 벡터의 사용 뒤에 원리

는 시간(소리 표준화와 같은)에서 신호의 조종의 효과와 시간과 주파수 벡터에서 주파수(균등화)에 그것 각각을 분리

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개의 주요한 신호 조종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는데, 더 높은 확인 가능성으로 이끈다.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주요 단계는 공간을 분할하는 것과 미터 간격에 기반을 둔 매치의 대상물 측정

을 결정하는 것이다.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와 모든 지문 사이에 간격을 계산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매치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공간의 재배치를 결정하고, 감소된 배치에서 오직 간격을 계산하기 위해 단계가 

필요하다. 넓은 감각으로, 전체 공간은 중첩되지 않는 구역들로 분할되고, 미터 간격을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매치가 

결정될 수 있는 작은 배치에서 목표 노래(올바른 매치)를 분리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범위 감소에 의한 검색(SRR). 이것은 검색 공간의 N-수준 피라미드 구조의 원리로 되는데, 여기에

서 N은 지문(지문에서 값의 수)의 크기이다. 피라미드(수준 0)의 기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지문을 포함하고, 정

상(수준 N)은 매치하고 있는 지문이다. 사이에서 층은 부분적인 지문과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피라미드의 수준 J는 

첫번째 J 등록이 질문 지문의 첫번째 J 등록의 미리 정의된 어떤 간격 내에 각각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지문

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피라미드의 정상에서 바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검색 공간에서 지문의 수에서 계속적인 감소가 

있다. 정상에서, 수준 N에서 질문 지문과 지문 사이에 간격 측정은 최종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약 최고

의 매치(가장 작은 다른 측정)의 다른 측정이 포함한 절단 드레스오울드(threshold)보다 더 적다면, 최고의 매치는 합

리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결정된다.

어떤 지문 때문에, 피라미드는 짧아져, 해결방법에서 빠른 집중성으로 이끌고 있다; 한편 다른 것들 때문에, 많은 중개

값으로 더 크게 될 수 있어, 더 긴 검색 시간으로 이끌고 있다. '두터운 정상'과 함께 피라미드는 아래에 기술된 L1 간

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간격 비교를 사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검색을 주기 에는 너무 많은 복귀가 있는 것이다.

에러의 주요 원천은 피라미드를 구축하기 위한 법칙의 부차적인 최적의 한정인데, 최종의 L1 매치 절단 드레스오울드

(threshold), 및/또는 변조 데이터의 부정확한 결정이다. 에러는 신청자 지문에서 부정확한 목표물과 대응하는 임시의

양의 값으로 될 수 있고,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목표물과 결코 매치하지 않는 임시의 음의 값으로 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검색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지문 데이터의 대표적인 표본을 사용하여, 간격 측정을 위해 최적의 절단 드레스오울드(threshold) △을 계산한

다.

(2)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여, SRR에 대한 지문에서 각 값을 위해 드레스오울드(threshold)[T1 T2 ...TN]의 벡터를 

계산한다.

(3) 최고의 매치를 결정하기 위한 간격은 계산될 수 있는 최종의 배치의 수용할 수 있는 크기 M을 결정한다.

알고리즘의 순서도가 도 7A와 7B에 도시되어 있다. 신청자 지문의 첫번째 요소 701은 모든 참조 지문의 배치 702의 

첫번째 요소에 반하여 검색된다. 검색은 신청자 요소 간격 703 내에서 참조 요소 또는 요소를 찾는다. 이 간격은 아래

에 기술된 벡터 드레스오울드(threshold)[T 1 T 2 ...T N ]와 대응한다. 만약 매치 또는 매치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색은 포기된다 704. 만약 매치 또는 매치들이 상기 어떤 미리 결정된 수라면, 상기 M으로 간주되어, 신청자 지문의

두번째 요소 706은 첫번째 요소에 대응되는 참조 지문의 배치 707의 두번째 요소에 반하여 비교된다. 만약 매치 또는

매치들이 발견된다면 708, 매치들의 수는 결정된다 709. 요소 대 요소 검색은 모든 앞의 요소에 매치되는 참조 지문

의 배치 712에서 마지막 요소에 반하여 검색되는 마지막 신청자 요소 710로 계속된다. 만약 마지막 신청자 요소 710

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지막 참조 요소 714와 매치하나, 매치들의 수가 어떤 배치 크기보다 더 크다면, 검색은 포

기된다 714. 만약 앞의 요소의 어떤 것이 어떤 참조 요소와 매치하지 않는다면, 검색은 포기된다 715, 716.

만약 특별한 신청자 요소가 매치하고, 그 매치들의 수가 아래 어떤 수 M이라면, 신청자 지문으로부터 그 참조 지문들 

각각의 간격이 결정된다 717. 가장 밀접한 그 매치들이 결정되고 718 미리 결정된 드레스오울드(threshold)에 반하

여 비교된다 719. 만약 그 매치가 드레스오울드(threshold) 아래라면, 대응하고 있는 지문은 매치하고 있는 지문으로

되기 위해 결정된다 720. 만약 매치가 상기 드레스오울드(threshold)라면, 신청자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닌 것

으로 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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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은:

(1) 질문 지문 X＝[x 1 x 2 ... x N ]이 주어져, 첫번째 값이 x 1 ;즉, S 1 ＝{Y∈S 0 ,｜y 1 -x 1 ｜＜T 1 }의 간격 

T 1 내에 있는 지문 S 1 의 배치를 결정하되, 여기에서 S 0 은 지문의 전체 데이터베이스, Y＝[y 1 y 2 ... y N ]은 S

_0에 속해 있는 지문 벡터이고, ｜y 1 -x 1 ｜은 값 y 1 과 x 1 사이에 절대 차이이다.

(2) 이 절차는 대부분의 N 시간에서 되풀이된다. 되풀이 J에서, 배치를 결정한다:S j ＝{Y∈S (J-1) ,｜y j -x j ｜＜T

j }

(3) 크기(S j )＜M이면, 나간다.

(4) SRR의 결정에서 요소의 배치를 Φ로 나타내자.

(5) Φ가 비어있다면, 매치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6) Φ가 비어있지 않다면, Φ에서 모든 요소에 대하여, X로부터 간격을 계 산한다. Z는 가장 밀접한 매치로 되게 하

자.

(7) Z와 X 사이에 간격이 △보다 더 작다면, 이때, Z는 매치가 되돌아오지 않는 그 밖에는 매치로 되돌아온다.

매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지 등록이 간격 절단 드레스오울드(threshold) 내에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되돌아오는 

것을 명시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 매치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두 개의 신청자 지문이 도 8A와 8B에 도시되어 있다. △는 지문 값을 나타내고 Ｏ는 지문의 요소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간격을 나타낸다. 이 간격은 도 7A에 703, 708 및 712오 대응한다. 수용할 수 있는 간격은 각 요소에 대한 차이

이다. 도 8A는 값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간격 내에 있는 참조 지문을 보여준다. 이 지문은 도 7B에 대조 717를 통하

여 만들 것이다. 도 8B는 첫번째 요소가 수용할 수 있는 간격의 바깥에 있는 신청자 지문을 보여준다. 이 지문은 첫번

째 요소 후에 포기되는 검색의 원인이 될 것이고, 시스템은 신청자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할 

것이다.

주어진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클러스터링(clustring)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공간은 관리할

수 있는 등록의 수를 포함하는 각각 몇 가지의 클러스터(cluster)로 분리된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질문이 매치되는 선

두를 할당한다(L1 측정을 사용하여). 질문은 선두가 질문에 가장 밀접한 매치를 갖는 클러스터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간단한 1-수준 계획에서, 최고의 매치는 선택된 클러스터에서 모든 등록으로부터 결정된다. 더욱 복잡한 계급 조직의

계획에서, 목표 노래가 확인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포함하는 클러스터 전에 몇 번 최고의 클러스터를 결정하는 과정

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속도의 목적과 이행의 용이 때문에, 측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신청자 지문 벡터와

참조 벡터 사이에 간격은 일반적으로 벡터와 대응하고 있는 값들 사이에 '차이'로 구성한다. 이 차이는 'L1' 간격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될 것인데, 상기는 비교되고 있는 두 벡터의 대응하고 있는 요소의 

절대 차이의 합으로서 명시된다:

여기에서 FP 1i 는 참조 지문의 i-th 요소이고 FP 2i 는 신청자 지문의 i-th 요소이다.

간격 계산의 이 형태는 모든 요소 대 요소 간격을 동등하게 정한다. 따라서, 더 큰 차이는 더 작은 간격보다 마지막 합

에 더 큰 영향을 가질 것이다. 특별히, 다른 지문 요소와 비교되는 더 큰 값의 지문 요소 사이에 큰 차이는 간격 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상대 스케일에서, 이러한 큰 간격은 비교되고 있는 요소의 큰 값에 기인하여 작게 

될 것이다.

지문 요소의 원래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에 의해, 간격은 상대적이 되고, 따라서 지문 요소의 크기에 의해 정해진다. 

수학적인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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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오디오 지문을 비교할 목적을 위해 정해진 절대 차이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이행은 기하학적인 평균으로부터 산술 평균의 편차를 사용한다.

첫번째 수량 다음에 합계 기호(∑)는 참조와 신청자 지문의 대응하는 요소의 비율의 산술 평균이고, 두번째 수량은 비

율의 기하학적인 평균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대수 작동이 어떤 기수일 것이라는 산술적이고 기하학적인 평균의 대수를 사용한다.

이 예는 자연스러운 기수 대수를 사용하지만, 기수 10과 기수 2와 같은 다른 기수는 유사한 결과로 사용될 것이다.

산수와 기하학적인 평균의 대수를 사용하는 상기 간격의 계산은 이타쿠라(Itakura) 간격으로서 음성 인식의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연설 음성의 주파수 스펙트라 또는 연설 음성의 AR 모델의 자동 회귀(AR) 계수를 비교하기 위해 사

용된다. 이타쿠라 간격은 이타쿠라, F,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57,537 (A), 1975의 저널 '음성 신호 m의 선

형 예측 계수의 선 스펙트럼 묘사'에 기술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간격 계산은 두 개의 지문 벡터에 적용

되는데, 상기 지문 벡터는 주파수 스펙트라와 AR 계수이외에 다른 특징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 이행을 사용하여 등등화 효과로 노래 인지와 견고함의 점에서 L1 간격보다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증가되는 수행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비율(즉, 정해진 차이)을 사용하여 참조 벡터와 관계 있는 에러를 만들고 차이 계산을 지배하고 있는 지문 벡터 값 

하나의 효과를 제한한다.

. 효과에서 비율은 신청자 지문으로서 동일한 프로파일(profile)을 대략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지문을 찾는 것을 도와

주어서, 지문들 사이에 '유사성'의 더 나은 측정을 산출하고 있고, 그러므로 올바른 참조 지문으로 신청자 지문을 매치

하고 있는 가능성을 개선하고 있다.

. 사람은 대수 스케일로 음성들 사이에 차이를 듣는다. 대수를 사용하여 어떻게 사람이 음성을 인지하는가를 더욱 가

깝게 반영한다. 이 도움은 진행되고 있는 노래를 인식하는데, 예를 들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노래와 같게 되어 있는 것

으로서, 동등화 계획을 적용하는 것에 있고, 따라서 인식율은 증가하고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절대 값의 합, 또는 L1 간격을 사용한다. L1은 두 개의 다른 지문 사이에서 최대 분리를 

제공한다. 이것은 지문의 식별 능력을 증가하는데 중요하다. 길이 N의 FP 1 과 FP 2 , 그것들 사이에 L1 간격은 (su

m i abs(FP 1 (I)－FP 2 (I)) 2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I＝1,2 ... N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L2 측정(절대 값의 제곱의 합계의 제곱근)을 사용한다. 길이 N의 FP 1 과 FP 2 , 그것들 사

이에 L2 간격은 sqrt(sum i abs(FP 1 (I)－FP 2 (I)) 2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I＝1,2 ... N이다.

이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L∞측정(최대 절댓값)을 사용한다. 길이 N의 FP 1 과 FP 2 , 그것들 사이에 L∞간

격은 max i abs(FP 1 (I)－FP 2 (I))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I＝1,2 ... 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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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매개변수를 조율하는 대상물은 검색 효율과 검색 속도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세 가지 형태의 에러 가능성이 있

다: 형태 1 에러-올바른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지만, 검색은 부정확한 매치로 되돌아오고, 형태 2 에러-지문은 데

이터베이에 있지만 검색은 매치 없이 되돌아오고 형태 1a 에러-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없지만 검색을 잘못된 매치로

되돌아온다. 검색 효율은 임시의 양의 값, 또는 형태 1에 형태 1a 에러를 더하고, 임시의 음의 값, 또는 형태 2 사이에 

요구되는 평형으로서 정의된다. 어떤 적용에서 전체 에러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것에서 오직

형태 1 또는 형태 2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조율은 L1 절단 드레스오울드(thresholds), SRR 

드레스오울드 및 SRR에 대한 지문에서 등록의 명령을 변화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SRR 명령은 지문 요소 명령과 

같게 될 것이고, 초기의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L1 절단은 매치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의 표준이고, 그러한 것처럼, 직접 형태 1과 형태 2 에러에 강한 영향을 준다. 

많은 드레스오울드는 형태 1(형태 1a를 포함하고 있는) 에러를 증가시키지만, 적은 드레스오울드는 형태 2 에러를 증

가시키기 쉽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드레스오울드는 노래들의 배치에 대한 내부에 노래와 상호의 노래 간격을 계산하는 

것에 의한 지문의 상대 범위에 기반을 두고 선택된다. 노래들은 모든 노래와 모든 변형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다. 모

두 변수 때문에, 올바른 매치(내부에 노래 간격의 측정)의 분배 교점, 그리고 최고의 비매치(상호의 노래 간격의 측정)

는 형태 1 에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형하기 전에 배치될 수 있는 절단을 어떠한 길이로 간파하는가를 제공

한다. 표본으로 된 노래에 기반을 두면, 바람직한 드레스오울드는 0.15와 0.3 사이에 있는데, 특별히,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5,447 기록의 데이터 배치를 사용하고 있는 시험에서 형태 1, 1a 및 2 에러의 합이 최소화되는 0.30

이다. 도 9A-9D는 4개의 포맷에서 5447 노래들의 데이터 배치에 대한 올바른 매치와 두번째 최고의 매치의 분배 예

를 제공한다. 두번째 최고의 매치는 최고의 매치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을지라도 선택되고, 이것은 형태 1a 에러에 기

여한다.

만약 최고와 두번째 최고의 매치 사이의 간격 사이에 중첩이 있다면, 두번째 최고의 배치는 때때로 선택될 것이고, 이

것은 형태 1 에러에 기여할 것이다.

[표 1]

드레스오울드 형태 1 형태 1a 형태 2 전체
형태 2

(w/o 블레이드32)

전체

(w/o 블레이드32)

0.30 0.099% 0.19% 0.685% 0.97% 0.09% 0.38%

0.25 0.039% 0.036% 1.34% 1.42% 0.16% 0.235%

0.20 0.026% 0% 2.91% 2.94% 0.28% 0.31%

0.15 0.004% 0% 6.1% 6.1% 0.53% 0.53%

사용자는 1.5% 또는 그 이하의 형태 2 에레를 묵인할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이것에 기반을 두고서, 우리는 형태 1과 

형태 2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0.25의 드레스오울드를 선택한다.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됨에 따라, 형태 1 에러는 드

레스오울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동력으로 되기 쉽고, 다차원 공간이 더 모여들기 때문에, 형태 1 에러는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형태 2 에러는 스케일링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상당히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다.

SRR 드레스오울드를 선택하는 첫번째 단계는 SRR 드레스오울드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지문에서 모든 값에 대한 드레스오울드는 지문에서 각 값에 대한 표본 배치에서 모든 노래를

교차하는 그 값의 관찰된 범위에 기반을 두고서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표본에서 모든 노래를 배치하기 때문에, 기준 

편차는 지문 벡터의 모든 값에 대한 그 노래에 변형을 교차하여 계산된다. 이것은 간격을 제공한다. 지문 벡터에서 모

든 지점에 대한 드레스오울드는 이때 간격의 어떤 간격으로서 배치된다. 바람직한 값이 표 2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FP 값의 에러의 기준 편차를 사용하는데, 지문에서 모든 값에 대한 드레스오울

드는 그것의 변형으로부터 참조 지문과 지문 사이에 간격에 기반을 두게 된다.

다음에, 드레스오울드 스케일링 요소가 결정된다. SRR에 대한 검색 시간은 Ф의 크기에서 직접 비율로 증가한다(도 

7A에 705). 수용할 수 있는 속도를 달성하 기 위해, Ф의 크기(SRR 검색 후에 요소의 배치)는 가능한 작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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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적은 SRR 드레스오울드를 배치하는 것은 Ф의 크기를 크게 감소시키지만, 큰 형태 2 에러를 초래하는 종료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드레스오울드 스케일링을 결정하는 과정은 최적 과정이다.

바람직한 방법을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노래들과 변형들의 배치를 사용한 SRR 드레스오울드의 함수로서 복귀의 

평균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와 같은 예는 도 10A에 제공된다. 지점은 전체 에러(정밀도)와 SRR 복귀의 

수(속도) 사이에 최고의 교환을 제공하는 선택이 된다. 더 작은 드레스오울드가 더 빠른 검색 시간을 초래하는 SRR 

복귀의 수를 감소하나 더 높은 전체 에러와 제휴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도 10A에서 그래프는 FP의 0.8 기준 편차 후

에 복귀하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드레스오울드가 0.8T에 배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T는 범위 감소에 의한 검색(SRR)으로부터 복귀의 평균수를 넘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는 최적의 지점으로서, FP의 

STD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또 다른 방법에서, 지점은 에러에서 아래의 선택된 드레스오울드를 감소시키는 선택이 된다. 도 10B는 기준 편차의 

비율 대 에러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기준 편차의 약 0.4에서 억양이 있고, 이것은 드레스오울드로서 선택될 수 있다. 

목표는 SRR 복귀의 수용할 수 있는 수로 가장 작은 에러가 주어지는 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행은 정밀

도와 속도 양쪽에 기반을 두고서 판단된다. 교환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정밀도와 속도 사이에서 만들 수 있고, 드레

스오울드 스케일링 요인에 기반을 두고서 그것이 선택된다.

[표 2]

STD FP

FP 요소 십진법 15 비트 정수

1 0.0448 1468

2 0.0222 729

3 0.0147 481

4 0.0146 477

5 0.0305 673

6 0.0176 578

7 0.0201 331

8 0.0136 447

9 0.0265 868

10 0.0162 530

11 0.0156 513

12 0.0177 582

13 0.0122 401

14 0.0199 652

15 0.021211 365

16 0.1293 4238

17 0.0650 2130

18 0.0532 1743

19 0.0420 1375

20 0.0600 1965

21 0.0503 1648

22 0.0325 2065

23 0.0774 2537

24 0.0328 2075

25 0.0366 1200

26 0.0227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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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0275 901

28 0.0274 899

29 0.0213 697

30 0.0384 1257

참조 지문의 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을 때, 하나의 도전은 합리적인 시간에서 신청자 지문에 최고의 매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고려해야 하는 두 개의 관련된 방법이 있다: 정확한 매치와 부정확한 또는 퍼지(fuzzy) 매치. 정확한

매치를 수행하는 것은 신청자 지문이 어떤 유도된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결과적인 지문

은 헤쉬(hash) 키로서 사용될 수 있고 참조 지문의 헤쉬 표에 기입된다. 이것은 규모가능성, 단순함 및 애매모호함의 

결여(직접적인 표 검색)에 기인하여 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그러나, 코덱(codec), 압축률

, 오디오 효과 및 다른 배달 채널 효과는 신청자 지문을 변화시킨다. 헤쉬 표 검색의 결과는 2진법이고, 따라서 어떤 

것이든 정확한 매치인지 아닌지 둘 중의 하나이다. 신청자 지문에서 약간의 변화조차도 정확한 참조 지문이 데이터베

이스에 없을지라도 매치의 부재를 초래할 것이다. 음성 기록의 모든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형의 지문은 데이터

베이스에 있어야 한다. 많은 적용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이다. 신청자 지문 생성을 위한 시작점이 변화할 수 있는 방송 

스트림 감시와 같은 어떤 적용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형태의 지문으로부터 헤쉬 키를 생성하기 위해 예를 들

면 값을 정량화하는 것에 의한 시도는 정밀도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합계에서, 정확한 검색은 빠르지만, 확고하다.

부정확한 또는 퍼지 매치는 신청자 지문과 참조 지문 사이에서 밀접성 또는 유사성의 측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참조 

지문의 약간의 변형이 있는 다른 신청자 지문은 하나의 참조 지문으로 해결될 수 있고, 참조 지문은 확인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매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신청자 지문과 모든 참조 지문 사이에서 간격 측정의 계산이 요구된다면, 큰

스케일로 검색을 실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크기로 검색 공간의 크기를

감소하는 지능적인 검색 방법이 있고, 이것은 기술이 정해지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퍼지 검색은 정확한 매칭

만큼 빠르지 않다. 합계에서, 이것은 확고하지만 느리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LRU(Least Recently Used) 캐시(catch)를 사용하는 정확한 매칭의 속도로 퍼지 검색의 확인 동

력을 결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LRU 캐시는 웹 브라우저에 의해 사용되는 캐시의 종류와 유사하다. 새로운 아이템

은 캐시의 정상에 놓여진다. 캐시가 그것의 크기를 제한하기 이전에 성장할 때, 그것은 아이템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 아이템이 접근될 때마다. 그것은 정상으로 되돌아가 당겨지게 된다. 마지막 결과는 빈번하게 접되는 아이템이 캐

시에 머물러 있는 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으로 구성하는 전형적인 지문 검색은 보통 1-2초가 걸

린다. 서버 캐칭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검색이 초기의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의 작은 기능에서 일어난

다. 예를 들면, 만약 노래의 초기 검색이 0.764초 걸린다면, 동일한 노래의 연속적인 검색은 전형적으로 단지 0.007초

가 걸릴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버 캐시는 대부분 최근에 요청된 노래(각 노래의 500 변형의 평균에 기반을 

둔다)의 대략 600,000에 대한 30,000,000 지문 전체를 저장한다.

지문은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어지기 전에 확인을 위해 LRU 캐시로 보내어진다. 시스템 초기에서 모든 지문이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되지만, 지문은 한번 LRU로 가서 확인되고 있다. 캐시는 채워지고 시스템 속도는 대부분의 신청자 

지문이 LRU 캐시에서 확인됨에 따라 증가한다.

요청 캐시는 개략적으로 1에서 20 검색이 독특한 변형으로 되려는 정보에 기반을 두고서 선택되었고, 따라서 SRR 검

색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19에서 20은 간단한 캐시 검색을 경유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이 구조는 헤쉬 검색의 속도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능력을 결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11에서 묘사되는 다음의 과정을 사용한다:

(1) 신청자 지문 1500이 시스템으로 보내어진다.

(2) 지문이 LRU 캐시에 1502 반하여 검색된다 1501.

(3) 만약 신청자 지문에 대한 정확한 매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1503, 검색은 1504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된다.

(4) 만약 매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1505, 응답은 1506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지 않다는 지시

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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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매치가 LRU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된다면 1505, 매칭 지문은 되돌아가게 된다 1507.

(6) 만약 매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된다면, 매칭 지문은 LRU 캐시에 1502 머물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1508.

여기에서 공개된 방법과 시스템은 라디오 방송과 같은 음악의 스트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시작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스트림을 확인하는 두개의 방법이 있다. 하나의 방법에서 복합적인 지문은 참조 노래의 전체 길이

로부터 생성된다. 확인되기 위한 스트림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생성된 지문을 갖고, 그 신청자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반하여 검색된다. 또 다른 방법에서, 결과 또는 구분점의 견고한 배치가 원래의 것에서 확인되고, 지문은 생성되며 그

구분점 주위로 참조 데이터베이스에 놓여지게 된다. 구분점은 오디오 조종에서 견고하게 되는 특징을 사용하여 탐지

되는데, 생성하기가 용이하고, 철저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요구하지 않는 간단한 검색 계획으로 탐지를 허용한다. 구

분점을 사용하는 장점은 참 조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지문으로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량은 감소된다.

어느 방법이 사용되던지, 확인하는 스트림은 시스템 상에서 엄격한 정밀도 요구를 부과한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서 많은 지문이 있기 때문이고, 많은 지문이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백분율 에러에

서조차도 부정확한 응답의 많은 수를 이끌 것이다.

복합적인 지문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스트림 확인의 매우 엄격한 정밀도 요구를 만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

주요한 아이디어는 복합적인 지문의 사용이 오직 하나의 지문의 사용으로 일어나는 미스매치 에러(형태 1과 형태 2)

를 감소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데 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지문으로 얻을 수 없는 결과로 확실성의 수준을 부가한

다. 이것은 특별히 방송 오디오와 원곡 사이에서 정확한 시간 조정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송(스트리밍) 오디오 

대본과 상대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방송 오디오 신호는 대개 원래의 CD 오디오의 수정된 버전이다.

복합적인 지문의 두 가지 실예가 있다:

(1) 지문과 함께 DB에서 모든 노래의 복합적인 지문은 다른 위치에서 얻어지게 되는데, 신청자 지문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지점에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DB에서 복합적인 지문을 갖고 있는 것에 의해, 매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개선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방송의 일부분이 지문이 있었던 DB에서 노래의 일부분 중의 하나를 거의 포함하는 것이 더욱 쉬

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형태 2 에러를 감소하기에 중요하다.

(2) 신청자 지문에서 복합적인(일관된) 매치의 조건을 부과한다. 여기에서 이 아이디어는 신청자 신호가 규칙적인 간

격 또는 프레임에서 지문으로 된다는 것이다. 각 지문은 지문의 DB에 반하여 시험된다. 매치는 단지 몇 가지 이러한 

일관된 지문이 DB에서 같은 노래를 매치할지라도 기록된다. 이 접근은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기인하여 생긴다:(a)지

문은 프레임이 작아지는 동안 프레임에서부터 프레임까지 적은 변형을 나타낸다. (b)복합적인 매치를 실시하는 것은 

미스매치의 가능성을 크게 감소하는데, 형태 1과 형태 2a 에러를 감소하도록 제공한다.

여기에서 복합적인 지문 접근이 검색 방법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지문을 이용한 유일의 매치 접근

으로 얻어질 수 있는 무엇과 비교될 때, 이것은 주어진 지문을 이용하여 얻어진 실행(에러율의 점에서)을 개선하도록 

도와준다. 그 범위에서, 최종의 수행은 실제의 지문의 효율이 사용되는 것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이 방법은 '라디오 

효과'로 견고하게 되도록 설계되는 지문으로 사용될 때 라디오 방송에 대해 최고로 만들 것이다.

복합적인 연속 표준의 사용 뒤에 유도는 [t0,t1] 사이에서 노래로부터 지문이 일부분 [t0,t1]의 작은 이웃 δ에서 같

은 노래의 지문을 매치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었는데, 즉, [(t0-δ), (t1-δ)]에서부터 [(t0+δ), (t1+δ)]까지 신청

의 어떤 일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곡과 함께 매치를 초래할 것이다.

확인하는 스트림을 위한 하나의 방법은 도 12에 묘사되어 있고, 아래 기술된다:

(1) '원래' 노래 배치로서 알려진 독특한 노래 M으로부터 취해진 지문으로 지문 1600의 데이터베이스를 머무르게 한

다. 노래의 CD 버전 또는 전체 노래가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생성될 수 있다. 지문은 전형적으로 노래에서 알

려진 간격을 규칙적으로 취하게 되고, 각 노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문을 가질 수 있다. DB의 크기는 이제 NM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N은 노래당 취해지는 지문의 수이다.

(2) 스트림 1601에서 어떤 무질서한 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프레임마다 지문을 생성하는데 1602, 여기에서 프

레임은 전형적으로 1-5초 사이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3초의 프레임을 사용한다. 또 다른 방법에서 프레임 주기는 지

문의 정체에 의존한다. 만약 지문이 시간과 함께 적은 변형을 보여준다면, 이때 더 작은 프레임 크기가 선택되는 것 이

외에, 더 큰 프레임 크기가 선택된다. 지문이 거의 0.5초에서 견고하다고 것을 고려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

직하게 가장 작은 프레임은 1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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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로부터 생성된 지문은 NM 지문의 데이터베이스 1600에 반하여 매치된다 1603. 매치의 어떤 측정이 L1 n

orm, L2 norm, 이타쿠라 간격 등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4) 만약 매치가 없다면 1604, 스트림은 확인되지 않는다 1605. 매치는 DB에서 가장 밀접한 지문이 신청자 지문의 

미리 배치된 어떤 간격 드레스오울드 아래로 떨어질지라도 일어난다.

(5) 만약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문이 매치한다면, 부가적인 표준은 적용된다 1606. 예를 들면, 매치는 일관된 신청자

지문 P가 DB에서 같은 노래로 매치할지 라도 기록된다. P는 검색 매개변수이고 요구되는 에러율의 함수이며 지문의 

정체이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1에서부터 10까지의 범위이다. P의 더 큰 값은 미스매치의 가능성을 쉽게 감소시킬 것

이지만, 수용할 수 없는 형태 2 에러율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도 12에 묘사되어 있고, 상기 기술되는 검색 절차의 결과는 도 13A와 13B에 묘사되어 있다. 도 13A는 가장 밀접한 

매치 간격의 그래프이고, 도 13B는 가장 밀접한 매치와 대응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래 ID이다. 수직선은 데이

터베이스에서 지문이 생성되었던 참조 노래에서 위치를 가리킨다. 올바른 매치는 119 노래의 바깥으로 노래 수 50이

다. 간격 플로트(plots)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과 대응하고 있는 위치에서 표시된 경사를 나타낸다. 이 행동은 미스

매치의 가능성을 크게 감소하도록 촉진된다.

구분점을 탐지/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신호의 웨이브릿(wavelet) 분석에 기반을 두게 된다. 신호의 계속적인

웨이브릿 변형(CWT)은 시간 이동(첫번째 표본 지점에서 시작하는 신호에 위치)와 스케일(스케일은 주파수의 역으로

서 대충 생각될 수 있고 해결을 조절한다)에서 신호의 표현이다. 이것은 다른 시간 실예에서 신호에 대한 주파수 정보

를 제공한다. 이것을 더욱 더 이해하기 위해, 시간 이동은 b에 의해 표시될 것이고 a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CWT는 

이때 a와 b의 함수이다. 어떤 스케일 a0과 시간 b0에 대한 CWT 계수는 위치 b0으로 집중되는 a0과 대응하고 있는 

시간 범위에 신호에서 일어나는 변형의 측정인데, 여기에서 b0은 첫번째 표본 지점에서 시작하는 입력 신호에 이동이

다. 따라서, 더 큰 변형이 더 큰 크기 의 CWT 계수를 설명한다. 신호가 발언, 11025㎐에서 표본으로 되기 때문에, 스

케일 2 10 (2의 동력으로서 스케일을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다)에서 CWT 계수와 시간 이동 1500은 15000/11025＝

1.36초로 집중되는 2 10 /11025＝0.09초의 이웃에 입력 신호에서 일어나는 변형의 측정이다.

CWT는 본 발명에 대해 유용하게 만드는 두 개의 중요한 성질이 있다:

(1) CWT 계수 크기는 신호에서 변화와 직접 관련된다. 변화를 갖고 있는 신호에서 지점은 주파수와 교차하는 위치에

서 변화와 제휴되는 큰 값으로 된 CWT 계수와 제휴된다. 급속한(갑작스런) 변화는 더 느슨한 변화보다 더 높은 주파

수와 대응한다.

(2) 만약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지각적으로 현저한), 그것은 스케일의 범위를 넘어 지속한다. 신호에서 소음과 같은

고립된 변화는 CWT 영역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케일에서 높은 값으로 된 CWT 계수는 오직 소

음의 주파수와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형적으로, 음악 신호는 그것들에서 어떤 주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남은 변화를 갖고, 그것들 주위에 어떤 이웃에서 느껴질 수 있는 변화를 갖는다. 이것은 스케일 덮개의 범위에 대한 C

WT 계수 크기에서 반영되고 있는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 스케일의 가장 미세한(가장 작은) 것과 함께 이웃은 변화의 

실제적인 주기와 대응하고 있다.

중요하게, CWT가 시간-스케일 표시이기 때문에, 함께 결합된 상기 성질들은 모든 크기들이 정확한 동일 위치에서 

다른 스케일과 교차하여 모아질 필요가 있으 므로, 중요한 스케일의 범위와 교차하여 높은 값으로 된 CWT 계수 크기

의 지속에 기반을 둔 변화(어떤 정밀도까지)의 정확한 위치로 모아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분점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상기 언급된 CWT의 성질에 기반을 둔다. 실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노래의 고정된 표본 때문에, 최적의 스케일 배치에서 CWT를 계산한다. 해르 웨이브릿(Haar Wavelet) 변

형은 그것의 단순함과 탐지하는 변화에서 더 우세한 동력에 기인하여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완충 규모에

서 실제적인 제약을 마음에 두면, 표본 크기는 5초로 억제되었다.

(2) CWT의 제공된 크기, 즉 (c(a, b)) 2 을 사용하여, 중첩하고 있지 않은 작은 창을 넘어 결합된 동력을 계산한다. 필

수적으로 선택된 창의 크기는 결정된 구분점의 해결을 제한하나, 결합은 구분점에 견고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

게 된다.

(3) 모든 스케일에 대해 시간을 교차하여 결합 함수를 표준화한다.

(4) 스케일을 교차하여 표준화된 함수의 합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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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된 표본을 교차하여 이 합계의 최대 위치와 최대 값을 확인한다.

(6) 만약 최대 값이 어떤 미리 배치된 드레스오울드보다 크다면, 이때 대응하고 있는 위치는 그 표본에 대한 구분점으

로 되도록 결정된다.

이전의 알고리즘의 결과는 95 노래를 이용하여 시험되었다. 노래에서 구분점은 귀에 의해 첫번째로 탐지되었다. 사람

의 탐지에 대한 원리는 구분점이 귀에 의 해 탐지될 수 있을지라도, 이때 이것은 그것들이 모두 청각의 조종으로 살아

남을 것 같다. 95 노래는 웨이브 포맷으로 되돌아가 해독되고, 구분점 탐지자로 삽입되기 전에, 다른 비트율로 그리고

다른 코덱과 함께 기호화되는 것에 의해 청각의 조종에 종속되어 있었다.

도 14는 기계로 생성된 구분점과 사람으로 생성된 구분점 사이에 비교의 결과를 보여준다. 기계로 생성된 구분점은 

그것이 인간으로 생성된 구분점의 +/- 0.5초 내에서 일어날지라도 정확하다고 생각되었다. 평균 정밀도는 100% 정

밀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노래와 함께 95% 이상이다. 정밀도는 인공적인 기계로 생성된 구분점이 제거될 때 더 높다.

인공적인 구분점은 알고리즘이 5초마다 구분점을 끌어내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전체 노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적용이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전체 노래가 그것이 모두 존재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한다면, 이 형태의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은 지문이 요구될 수 있다. 이

요구에 대한 이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정량 정밀도: 노래의 정당한 소유자, 또는 음악가는 그들의 노래를 오직 온전히 그대로 확인하기를 원할 것이다.

(2) 속임수의 방지: 속임수, 또는 확인 시스템이 잘못 전해지도록 시도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걸쳐 불법적으로 노래를 

분배하기 위한 전술일 것이다. 만약 지문이 앞에서 말하는 노래의 작은 구역으로부터 취해진다면, 시스템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누군가는 불법적인 노래의 전면에서 합법적인 노래의 구역에 미리 의존 해야 할 것이다.

이 형태의 검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은 지문이 요구될 수 있다. 전체 노래를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

이 아래에 기술된다. 이 방법은 접근을 지문으로 하고 있는 두 개의 단계를 사용하는데, 도 15A와 15B에 묘사되어 있

다.

(1) 단계 1 - 전체 노래 1702에 대한 지문을 발생한다 1701. 이 지문들 중의 하나가 원리 지문으로 선택된다 1703.

(a) 바람직한 방법은 상기된 시간 주파수 분석을 사용한다.

(b) 또 다른 방법은 상기된 웨이브릿을 기반으로 둔 분석을 사용한다.

(2) 단계 2 - 완성된 참조 노래 지문(프로파일)을 발생한다.

(a) 각 지문과 원리 지문 사이에 간격을 계산한다 1704. 이 간격들의

예는 도 15B에 도시되어 있고, 전체 노래는 이때 지문, 그것의 위치

및 하나의 벡터에서 간격을 연결하는 것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상기

된 30요소 15초 지문을 사용하여, 전체 30분 노래가 60바이트(bytes)

(지문 요소당 2개의 바이트)+한 개의 바이트(원리 지문의 위치)+11바

이트(12 지문의 각각과 원리 지문 사이에 11 간격)로 구성되는 전체

72 바이트(bytes)로 표현될 수 있다.

(b) 또 다른 방법은 원리 지문으로부터 생성되었던 일부분과 관련된

다른 일부분으로부터 상대적인 노래 동력과 같이, 간단한 측정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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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래에 대한 주확인기로서 원리 지문을 사용한다. 이때, 완성된 노래 프로파일은 확인

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고 완성된 노래를 인증한다.

상기된 방법은 많은 시스템의 다른 형태에서 이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는 기록이나, 또는 매분 수백의 

기구로부터 인터넷을 경유하여 접수되는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버에 의해 입력되거나, 또는 

단독의 탁상용 컴퓨터나 지역 단위 네트워크와 같은 것의 사이에서 무엇이든지 연주하는 이동할 수 있는 기기에 편입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의 블록 도표는 도 16에 도시되어 있다. 과정기 1602는 신청자 노래(s) 또는 신청자 지문(

s)을 상기 방법 중의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저장 기기 1606에 유지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과 비교되는 I/O 기기 160

4로부터 받는다. 데이터베이스 1606로부터 읽혀지는 기록은 RAM 1608에 저장될 것이다. 결과는 표시 1610 상에 

국부적으로 출력되거나 또는 신청자 노래 또는 신청자 지문(s)이 공급되고 있거나 공급되고 있지 않는 원격의 기기에

서 I/O 기기 1604를 경유하여 네트워크(미도시)에 걸쳐 전해지게 될 것이다. RAM 1698과 저장 기기 1606, 또는 전

자석 및 광학 디스크와 같은 다른 영구적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저장기, RAM, ROM 등등도 또한 실행과 분배를 위해 

본 발명의 과정과 데이터 구조를 저장한다. 과정은 또한 예를 들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걸쳐서 다운로딩(down

loading)을 경유하여 분배될 수 있다.

발명의 많은 특징과 장점은 상세한 명세서로부터 명백해지고, 따라서, 발명의 진정한 정신과 범위 내에 해당하는 발

명의 모든 이러한 특징과 장점은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예정된다. 게다가, 수많은 수정예와 변화가 당업계에서 숙련된

기술로 일어나기 때문에, 묘사되고 기술된 정확한 실행과 작동으로 발명을 제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모든 적절한 수정예와 동등예는 발명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의지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미확인된 기록의 일 이상의 하나의 일부분으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신청자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일 이상의 하나의 신청자 지문으로부터 얻어진 일 이상의 하나의 값과 복수의 참조 지문들 사이에서 일 이상의 하나

의 참조 지문에서 일 이상의 하나의 값 사이에 매치에 대해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일 이상의 하나의 신청자 지문으로부터 얻어진 값에 기반을 둔 무게를 사용하여 일 이상의 하

나의 신청자 지문과 일 이상의 하나의 참조 지문 사이에서 일 이상의 정해진 하나의 절대 차이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보다 먼저, 미확인된 기록의 일 이상의 하나의 일부분의 역동적인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 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역동적인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는 더욱 동등하게 할 것 같은 미확인된 기록의 일 이상의 하나의 일부분 내에서 

모든 표본 값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대응하는 참조 지문의 확인기로 신청자 지문이 매치(match)되는 캐시(cache)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새로운 신청자 지문이 새로운 신청자 지문을 사용하여 상기 검색하는 단계보다 먼저 캐시 메모리에서 매치된 신청자 

지문에 포함되는지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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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새로운 신청자 지문이 캐시 메모리에서 매치된 신청자 지문에 포함될 때 대응하는 참조 지문과 새로운 신청자 지문 

사이에서 매치를 지시하는 단계;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서 새로운 신청자 지문과 함께 대응하는 참조 지문을 위해 캐시 메모리에 새로운 신청자 지문을 부가하

고 대응하는 확인기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대응하고 있는 주파수 범위에 대한 신청자 값의 미리 결정된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각 신청자 지

문을 초래하고 각 참조 지문은 대응하는 주파수 범위에 대한 참조 값의 미리 결정된 수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각 신청자 지문이 다른 주파수 범위에 대한 대응하는 신청자와 참조 값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정해진 차

이에 기반을 둔 참조 지문의 하나를 매치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

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높고 낮은 범위 주파수들보다 더 적게 정해진 중간 범위 주파수로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들에 동력의 크기를 표시하

는 값을 포함하기 위해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의 발생은;

복수의 주파수 밴드 각각에서 동력을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각 밴드 내에 동력의 평균이 미리 결정된 값과 동등하게 되도록 각 밴드 내에 각 주파수에 대한 동력을 표준화하는 단

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의 발생은 더 높은 주파수 밴드보다 더 낮은 주파수 밴드에서 더 정확한 분석을 사용하는 복수

의 다른 각 주파수 밴드 내에서 주파수 분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일 이상의 미확인된 기록의 하나의 일부분으로부터 첫번째와 두번째 신청자 지문, 원래의 것으

로부터 주파수 변형의 낮은 식별능력을 갖고 있는 첫번째 신청자 지문 및 원래의 것으로부터 증폭 변형의 낮은 식별

능력을 갖고 있는 두번째 신청자 지문을 생성하고,

상기 방법은;

증폭 변형의 낮은 식별능력으로 주파수 변형과 두번째 참조 지문의 낮은 식별능력을 갖고 있는 첫번째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두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첫번째 참조 지문과 두번째 신청자 지문으로 첫번째 신청자 지문을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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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첫번째 과정기는 첫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첫번째 신청자 지문의 상기 비교하는 단계를 위해 사용되고 동시에 두번째

과정기는 두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두번째 신청자 지문의 상기 비교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첫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첫번째 신청자 지문의 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첫번째 결과는 첫번째와 두번째 지문 양쪽에 

대한 대응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참조 지문이 저장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기 위해 두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두번째 신

청자 지문의 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두번째 결과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 인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미확인된 기록의 일부분은 25초보다 더 적은 간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미확인된 기록의 일부분은 일 이상의 10초의 간격을 갖고 20초보다는 더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프레임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변형으로 정한 시간과 함께 중첩하고 있는 프레임들을 사용하는 

정해진 주파수 스펙트라를 얻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낮은 값과 비교되는 높은 값을 약하게 하는 지각 있는 동력 스케일을 사용하는 변형된 주파수 스펙트라에 정해진 주

파수 스펙트라를 변형하는 단계; 그리고

변형된 주파수 스펙트라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

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미확인된 기록의 일부분을 분할하는 단계, 일 이상의 시간 프레임의 세

개의 범위에 걸쳐있는 각 시간-주파수 영역 및 일 이상의 주파수의 세개의 범위를 포함하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일 이상의 하나의 중간-시간과 중간-주파수 영역에 중점을 둔 정해진 시간-주파수 영역을 산출하기 위해 시간-주파

수 영역을 정하는 단계; 그리고

정해진 시간-주파수 영역을 사용하여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각 참조 기록에 대한 복수의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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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연속하는 프레임들로부터 복수의 신청자 지문을 산출하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단지 매치가 연속하는 프레임들의 미리 결정된 수로부 터 얻어진 신청자 지문과 유일한 참조 

기록에서 참조 지문 사이에서 발견된다면 유일한 참조 기록과 대응함으로서 미확인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각 참조 지문에 대한 복수의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상기 생성하는 것은 복수의 신청자 지문을 산출하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에 대해 첫번째 신청자 지문과 하나의 참조 지문의 사이에서 첫번째 매치를 찾는 단계

; 그리고

매치의 미리 결정된 수가 발견되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기록으로부터 다른 신청자 지문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각 참조 기록에 대한 복수의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매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모든 참조 지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으로부터 원리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참조 기록으로부터 보조의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원리 지문에서 보조의 지문까지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노래 프로파일(profile)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으로서 노래 프로파일과 결합된 원리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에 의해 참조 기록에 대한 참

조 지문을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

주파수 밴드에서 일 이상의 미확인된 기록의 하나의 일부분을 분리하는 단계;

주파수 스펙트라에 대한 동력 스펙트라를 각각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모든 동력 스펙트라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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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밴드는 분석 웨이브릿(wavelet)과 대응하는 하나의 원형 필터에서 얻어진 필터로부터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중심 주파수에 대역폭의 비율은 모든 필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으로부터 원리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참조 기록으로부터 보조의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원리 지문에서 보조의 지문까지 참조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참조 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참조 노래 프로파일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으로서 참조 노래 프로파일과 결합되는 원리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에 의해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여,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초기의 신청자 지문과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초기의 신청자 지문에 뒤따르는 다음의 신청자 

지문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참조 기록에 대한 원리 지문과 함께 초기의 신청자 지문을 비교하는 단계와,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이 발견될 때,

초기의 신청자 지문에서 다음의 신청자 지문까지 신청자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신청자 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신청자 노래 프로파일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단지 신청자 노래 프로파일이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노래 프로파일에서 미리 결정된 상호 관계

를 갖는다면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으로서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하는 단계는 다음의 신청자 지문의 상기 생성하는 단계를 완성하는 단계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들은 일 이상의 256 벡터를 각각 갖고 있는 일 이상의 5 요소의 벡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들은 65,536 값보다 더 많지 않은 각각의 값을 갖고 있는 38 요소에 이르기까지의 벡터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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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들은 대략 각 16비트의 대략 30 요소의 벡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유일한 참조 기록과 대응하는 다른 복사본으로부터 각각의 복수의 신청자 지문, 상기 생성하는

단계보다 먼저 수정되고 있는 일 이상의 다른 복사본의 하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일 이상의 다른 복사본의 하나는 오디오 효과를 기반으로 둔 일 이상의 시간의 하나, 오디오 효과를 기반으로 둔 주파

수 및 유일한 신호 압축 계획에 의해 수정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2.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 기록의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방법은;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으로부터 원리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규칙적인 프레임 간격으로 참조 기록으로부터 보조의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원리 지문에서 보조의 지문까지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노래 프로파일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으로서 노래 프로파일과 결합되는 원리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3.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 기록의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방법은;

주파수 밴드에서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을 분리하는 단계;

주파수 밴드에 대한 동력 스펙트라를 각각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동력 스펙트라 모두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주파수 밴드는 분석 웨이브릿(wavelet)과 대응하는 하나의 원형 필터에서 얻어진 필터로부터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중심 주파수에 대역폭의 비율은 모든 필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6.
미확인된 기록의 일 이상의 하나의 일부분으로부터 일 이상의 신청자 지문의 하나를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일 이상의 신청자 지문의 하나로부터 얻어진 일 이상의 하나의 값과 복수의 참조 지문들 사이에서 일 이상의 하나의 

참조 지문에서 일 이상의 하나의 값 사이에 매치에 대해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

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일 이상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장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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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일 이상의 하나의 신청자 지문으로부터 얻어진 값에 기반을 둔 무게를 사용하여 일 이상의 하

나의 신청자 지문과 일 이상의 하나의 참조 지문 사이에서 일 이상의 정해진 하나의 절대 차이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보다 먼저, 미확인된 기록의 일 이상의 하나의 일부분의 역동적인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역동적인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는 더욱 동등하게 할 것 같은 미확인된 기록의 일 이상의 하나의 일부분 내에서 

모든 표본 값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대응하는 참조 지문의 확인기로 신청자 지문이 매치(match)되는 캐시(cache)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새로운 신청자 지문이 새로운 신청자 지문을 사용하여 상기 검색하는 단계보다 먼저 캐시 메모리에서 매치된 신청자 

지문에 포함되는지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새로운 신청자 지문이 캐시 메모리에서 매치된 신청자 지문에 포함될 때 대응하는 참조 지문과 새로운 신청자 지문 

사이에서 매치를 지시하는 단계;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서 새로운 신청자 지문과 함께 대응하는 참조 지문을 위해 캐시 메모리에 새로운 신청자 지문을 부가하

는 단계 및 대응하는 확인기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 대응하고 있는 주파수 범위에 대한 신청자 값의 미리 결정된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각 신청자 지문

을 초래하고 각 참조 지문은 대응하는 주파수 범위에 대한 참조 값의 미리 결정된 수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각 신청자 지문이 다른 주파수 범위에 대한 대응하는 신청자와 참조 값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정해진 차

이에 기반을 둔 참조 지문의 하나를 매치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높고 낮은 범위 주파수들보다 더 적게 정해진 중간 범위 주파수로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들에 동력의 크기를 표시하

는 값을 포함하기 위해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4.
제36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의 발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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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파수 밴드 각각에서 동력을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각 밴드 내에 동력의 평균이 미리 결정된 값과 동등하게 되도록 각 밴드 내에 각 주파수에 대한 동력을 표준화하는 단

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5.
제36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의 발생은 더 높은 주파수 밴드보다 더 낮은 주파수 밴드에서 더 정확한 분석을 사용하여 복수

의 다른 각 주파수 밴드 내에서 주파수 분배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

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6.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일 이상의 미확인된 기록의 하나의 일부분으로부터 첫번째와 두번째 신청자 지문, 원래의 것으

로부터 주파수 변형의 낮은 식별능력을 갖고 있는 첫번째 신청자 지문 및 원래의 것으로부터 증폭 변형의 낮은 식별

능력을 갖고 있는 두번째 신청자 지문을 생성하고,

상기 방법은;

증폭 변형의 낮은 식별능력으로 주파수 변형과 두번째 참조 지문의 낮은 식별능력을 갖고 있는 첫번째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두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첫번째 참조 지문과 두번째 신청자 지문으로 첫번째 신청자 지문을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첫번째 과정기는 첫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첫번째 신청자 지문의 상기 비교하는 단계를 위해 사용되고 동시에 두번째

과정기는 두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두번째 신청자 지문의 상기 비교하는 단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첫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첫번째 신청자 지문의 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첫번째 결과는 첫번째와 두번째 지문 양쪽에 

대한 대응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참조 지문이 저장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기 위해 두번째 참조 지문과 함께 두번째 신

청자 지 문의 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두번째 결과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

나의 컴퓨터.

청구항 49.
제36항에 있어서,

미확인된 기록의 일부분은 25초보다 더 적은 간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

의 컴퓨터.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미확인된 기록의 일부분은 일 이상의 10초의 간격을 갖고 20초보다는 더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

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1.
제3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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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프레임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변형으로 정한 시간과 함께 중첩하고 있는 프레임들을 사용하는 

정해진 주파수 스펙트라를 얻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낮은 값과 비교되는 높은 값을 약하게 하는 지각 있는 동력 스케일을 사용하는 변형된 주파수 스펙트라에 정해진 주

파수 스펙트라를 변형하는 단계; 그리고

변형된 주파수 스펙트라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미확인된 기록의 일부분을 분할하는 단계, 일 이상의 시간 프레임의 세

개의 범위에 걸쳐있는 각 시간-주파수 영역 및 일 이상의 주파수의 세개의 범위를 포함하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일 이상의 하나의 중간-시간과 중간-주파수 영역에 중점을 둔 정해진 시간-주파수 영역을 산출하기 위해 시간-주파

수 영역을 정하는 단계; 그리고

정해진 시간-주파수 영역을 사용하여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

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3.
제36항에 있어서,

복수의 각 참조 기록에 대한 복수의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연속하는 프레임들로부터 복수의 신청자 지문을 산출하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단지 매치가 연속하는 프레임들의 미리 결정된 수로부터 얻어진 신청자 지문과 유일한 참조 기

록에서 참조 지문 사이에서 발견된다면 유일한 참조 기록과 대응함으로서 미확인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4.
제36항에 있어서,

복수의 각 참조 지문에 대한 복수의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상기 생성하는 것은 복수의 신청자 지문을 산출하고,

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에 대해 첫번째 신청자 지문과 하나의 참조 지문의 사이에서 첫번째 매치를 찾는 단계

; 그리고

매치의 미리 결정된 수가 발견되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기록으로부터 다른 신청자 지문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5.
제36항에 있어서,

복수의 각 참조 기록에 대한 복수의 참조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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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매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모든 참조 지문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6.
제36항에 있어서,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으로부터 원리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참조 기록으로부터 보조의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원리 지문에서 보조의 지문까지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노래 프로파일(profile)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으로서 노래 프로파일과 결합된 원리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에 의해 참조 기록에 대한 참

조 지문을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주파수 밴드에서 일 이상의 미확인된 기록의 하나의 일부분을 분리하는 단계;

주파수 스펙트라에 대한 동력 스펙트라를 각각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모든 동력 스펙트라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주파수 밴드는 분석 웨이브릿(wavelet)과 대응하는 하나의 원형 필터에서 얻어진 필터로부터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중심 주파수에 대역폭의 비율은 모든 필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60.
제36항에 있어서,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으로부터 원리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참조 기록으로부터 보조의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원리 지문에서 보조의 지문까지 참조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참조 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참조 노래 프로파일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으로서 참조 노래 프로파일과 결합되는 원리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에 의해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초기의 신청자 지문과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초기의 신청자 지문에 뒤따르는 다음의 신청자 

지문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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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하는 단계는 참조 기록에 대한 원리 지문과 함께 초기의 신청자 지문을 비교하는 단계와,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이 발견될 때,

초기의 신청자 지문에서 다음의 신청자 지문까지 신청자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신청자 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신청자 노래 프로파일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단지 신청자 노래 프로파일이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노래 프로파일에서 미리 결정된 상호 관계

를 갖는다면 잠재적으로 매칭하는 참조 기록으로서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하는 단계는 다음의 신청자 지문의 상기 생성하는 것을 완성하는 단계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62.
제36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들은 일 이상의 256 벡터를 각각 갖고 있는 일 이상의 5 요소의 벡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들은 65,536 값보다 더 많지 않은 각각의 값을 갖고 있는 38 요소에 이르기까지의 벡터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각 신청자와 참조 지문들은 대략 각 16비트의 대략 30 요소의 벡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65.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단계는 유일한 참조 기록과 대응하는 다른 복사본으로부터 각각의 복수의 신청자 지문, 상기 생성하는

단계보다 먼저 수정되고 있는 일 이상의 다른 복사본의 하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퓨터.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일 이상의 다른 복사본의 하나는 일 이상의 오디오 효과를 기반으로 둔 시간의 하나, 오디오 효과를 기반으로 둔 주파

수 및 유일한 신호 압축 계획에 의해 수정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하나의 컴

퓨터.

청구항 67.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으로부터 원리 지문을 생성하는 단계;

규칙적인 프레임 간격으로 참조 기록으로부터 보조의 지문을 생성하는 단게;

원리 지문에서 보조의 지문까지 간격 측정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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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측정에 기반을 둔 노래 프로파일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참조 기록에 대한 참조 지문으로서 노래 프로파일과 결합되는 원리 지문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되, 알려

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 기 록의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일 이상의 하나의 프로그램

으로 저장하는 매개체를 읽을 수 있는 일 이상의 컴퓨터 가독 매개체.

청구항 68.
주파수 밴드에서 각 참조 기록의 확정된 일부분을 분리하는 단계;

주파수 밴드에 대한 동력 스펙트라를 각각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동력 스펙트라 모두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 포함하는 방법이되,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 기록의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일 이상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장하는 검퓨터 가독 매

개체.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주파수 밴드는 분석 웨이브릿(wavelet)과 대응하는 하나의 원형 필터에서 얻어진 필터로부터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 기록의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일 이상의 하나

의 프로그램으로 저장하는 검퓨터 가독 매개체.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중심 주파수에 대역폭의 비율은 모든 필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확인

하기 위한 참조 기록의 참조 지문을 발생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일 이상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장하는 검퓨터 가

독 매개체

청구항 71.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은;

참조 기록을 저장하는 저장 기기; 그리고

일 이상의 미확인된 기록의 하나의 일부분으로부터 일 이상의 하나의 신청자 지문을 생성하고 일 이상의 하나의 신청

자 지문으로부터 얻어진 일 이상의 하나의 값과 참조 지문 사이에 일 이상의 하나의 참조 지문에서 하나의 값 사이에 

매치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저장 기기와 연결되는 과정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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