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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및 방법

요약

MPEG방식으로 저장된 음원 데이터를 사람이 청취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헤드폰이나 스피크를 통해 출력하
도록 한 휴대용 음향 재생 장치에 관한 것으로, 2차 전지로 이루어지며 부하에 필요한 동작 전원을 공급
하는 전원 공급수단과, 전원 공급수단의 전원을 안정적인 전압, 전류로 정류하는 전원처리수단, 동작상태
에 따라 메시지를 숫자 및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수단,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의 저장과 복원 재생에 대
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 정
보를 지정되는 어드레스 번지에 저장하는 저장수단, 저장수단에 저장된 임의의 음원 데이터 재생과 백업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선택하는 정보선택수단,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 데이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음향 재생수단, 외부기기와 연결되어 음
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포함하여, 전원 공급시 시스템을 초기화한 다
음 저장수단의 플래시 롬 상태를 검출하고, 플래시 롬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판단되면 플래시 롬으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실행 환경을 설정하며, 실행 환경의 설정이 완료되면 정보 선택수단의 선택 신
호와 동작 전원 상태, 외부 전원의 연결 여부, 외부 통신기기의 연결 여부 등에 따라 저장된 음원 데이터
의 재생과 데이터의 백업 저장을 실행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를 보이는 구성 블록도이고,

제2도는 제1도의 본 발명에서 제어부를 보이는 상세 구성 블록도이며,

제3a도~제3f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 장치의 동작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향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더 상세하게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방식으
로 기억수단에 저장된 음원 데이터를 사람이 청취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헤드폰이나 스피크를 통해 출력
하도록 한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청취하거나 시청하기 위해 가공되는 데이터들은 기억매체를 통해 저장되어진 후 재생
장치를 통해 재생된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방식의 데이터들은 마그네틱 테이프나, 자기 테이프 등에 기록되며, 디지털 방식의 
데이터들은 컴팩트 디스크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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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와 같이 기억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재생장치, 즉 자기 테이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는 카세트 등에 의해 재생되며, 컴팩트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CDP(Compact Disk Player)에 의
해 재생된다.

최근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에 사용되는 기억매체
는 대용량화, 경량화, 소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운용하기 위한 운용 프로그램, 사용자 업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등이 대용량화되어 기억매체를 계속해서 대용량화하는데 한계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 최근에는 고능률 코딩방
식으로 표준인 MPEG 방식을 이용하여 기억매체의 저장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
면, 대중가요, 팝송, 클래식, 학습자료, 기타 홍보 및 안내자료 등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MPEG 방식으로 압축시킨 후 기억매체에 저장하면 데이터의 음질 변화 없이 약 1/12배로 압축 저
장되므로 기억매체에 저장되는 디지탈 데이터의 용량을 대용량화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억매체에 압축 
저장된 디지탈 데이터를 사용하기 이해서는 MPEG 방식으로 복원한 후 사람이 청취 가능한 음향 데이터로 
변환하여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통해 대중가요, 팝송, 클래식 등을 청취할 수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이 자기 테이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생 청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휴대용 카세
트는 원하는 음원 데이터의 녹음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나 원하는 곡의 녹음이 재생에 소요되는 
시간과 동일하게 소요되며, 녹음시 열화가 발생되어 음질이 저하되고, 반복적인 재생시 기억매체의 영향
으로 음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CDP의 경우 음원 데이터를 녹음하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며, 기계적인 재생 동작으로 인하여 외부
의 충격에 있어 재생동작에 악 영향을 초래하며, 기계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
었다.

또한, 휴대용 카세트 및 CDP는 자기 테아프, CD 등과 같은 음향 데이터를 저장할 기억매체가 필요하므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기억매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필요하게 되며, 기억 매체의 
변형이나 파손 없이 안정되게 보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와 같이 MPEG 방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PC 등의 고정 장치에 의해서만 복원 재생이 가능하므
로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 청취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제약이 수반되며,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MPEG 방식의 압축된 데이터 복원 재생을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고가의 비용을 감수하
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청취하고자 하는 다양한 음원 데이터가 다수개의 기억매체에 각각 저장되어 있을 경우 사
용자가 원하는 음원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다수개의 기억매체를 구입하여야 하며, 재생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기억매체를 매번 교환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억매체인 컴팩트 디스크, 자기 테이프, 마그네틱테이프를 판
매하는 매장에서 사용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그 목적은 휴대용 재생장치의 기억수단인 
메모리칩에 학습이나 기타의 음원 데이터를 MPEG 방식으로 압축하여 저장한 다음 압축된 데이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한 음향으로 복원 재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각종 음원 데이터를 MPEG 방식으로 압축한 다음 반도체 기억매체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서 
데이터의 저장 및 보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질의 열화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통신망이나 데이터 판매장치와 접속하여 각종 데이터를 고속으로 백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백업 저장에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공하며, 기억수단인 메모리칩에 백업 저장된 데이터를 
자신의 PC에 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백업한 데이터의 보관에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별도의 기억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휴대장치의 소형화 및 박형화가 이루어지며, 기억매체의 수
납 보관에 필요한 공간의 제약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2차 전지로 이루어지면 부하에 필요한 동작 전원을 공
급하는 전원 공급수단과; 

전원 공급수단의 전원을 안정적인 전압, 전류로 정류하는 전원처리수단; 

동작상태에 따라 메시지를 숫자 및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 수단;

MPEG 방식의 음원 데이터의 저장과 복원 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 정보를 지정되는 어드레스 번지에 저장하는 
자료 저장수단;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임의의 음원 데이터 재생과 저장 및 각종 동작제어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지시
하는 정보선택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음원 데이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하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음향 재생수단; 및

외부기기와 연결되어 음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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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를 제공한다.

상기한 특징을 갖는 본 발명은 전원인가버튼에 의한 전원 공급시 상기 재생 장치를 초기화한 다음 상기 
자료저장수단내의 프로그램 저장수단인 플래시 롬의 상태를 검출하고, 플래시 롬(603)의 상태가 정상적으
로 판단되면 플래시 롬으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실행 환경을 설정한다.

실행 환경의 설정이 완료되면 상기 정보선택부에 마련된 기능 스위치의 선택신호와 동작 전원 상태, 외부 
전원의 연결 여부, 외부 통신기기의 연결 여부 등에 따라 저장된 음원 데이터의 재생과 데이터 저장을 실
행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PEG방식으로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는 
전원 공급부(100)와,  전원 처리부(200)와,  정보선택부(300)와,  정보표시부(400)와,  제어부(500)와  자료 
저장부(600)와, 음향 재생부(700)와, 송수신부(800)로 이루어진다.

전원 공급부(100)는 니켈-카드뮴(Ni-Cd), 니켈 수소 저장합금(Ni-MH),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등의 2차 
전지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각 부하에 동작 전원으로 공급
하고, 어댑터(Adapter)를 통해 외부의 전원(비도시)이 연결될 시 충전 및 동작전원을 공급한다. 이때 어
댑터 연결시 2차 전지 쪽은 에너지 공급을 차단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여러 에너지 공급원을 사용할 수 있
게 한다. 사용되는 2차 전지는 출력전압 1.5v를 사용하며 어댑터 출력 전압은 1.5v이다. 전원공급부(10
0)는 재생장치의 무게, 크기, 디자인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작은 사이즈의 2차 전지를 사용해야 유리하겠
지만 동작시간도 많은 영향이 있는 관계로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어부(500)
에서는 2차전지 사용시 잔여 에너지량을 일정시간마다 검사하여 정보표시부(400)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
가 2차 전지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전원 처리부(200)는 전원 공급부(100) 또는 어댑터를 통해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공급전원을 안정적인 전
압, 전류로 정류하여 각 부하에 구동전원으로 공급하며, 어댑터를 통해 외부의 전원이 연결될 시 상기 전
원 공급부(100)에 충전 전류를 공급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원공급에 있어서, 전원공급부(100)는 1.5V 2차 전지 1개를 사용하는데, 재생장치의 내부의 여러 집적회
로(IC)들의 사용전압은 2.5~3.0V의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1.5V의 공급전압은 2.5~3.0V로 승압시킬 필요
성이 있고 이를 위해 전원처리부(200)는 내부에 직류전압 승압회로(비도시)를 채용하여 원하는 3.0V의 전
압을 만들어내어 제어부(500)를 비롯한 각 구성부에 구동전원으로 제공한다. 이때, 각 구성부에 따라서, 
2.5V~3.0V의 전압을 필요로 하므로, 소비 전류를 줄이기 위해선 각 구성부의 최소한의 정격에 맞추어 구
동전압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생장치의  각  구성부들중에서  예컨대  오디오부(703)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처리부와  예컨대 
CPU(501)나 자료저장부(600) 또는 DSP부(701)과 같은 디지털 신호 처리부에는 전원처리부(200)의 3V 출력
전원을 분리하여 공급되도록 전원처리부(200)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측간의 신호간섭 및 왜곡을 
최대한 억제하여 양질의 음향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원처리부(200)는 또한 내부에 리세트회로(비도시)를 구비하여 전원처리부(200)의 출력전압이 2.5V 이하
인 경우에는 제어부(500)의 CPU(501)을 리세트하여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한다.

나아가, 전원처리부(200)는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는 기능과 한계저전압인 0.9V 이하로 떨어지면 3V로 
승압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검출하여 재생장치 전체에 전원공급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전원처리부(200)는 전원공급부(100)의 출력전압레벨을 디지털값으로 변환하여 CPU(501)에 제공하는 아날
로그/디지털변환기(비도시)로 구현되는 배터리전압 측정회로를 내장한다.

다음으로, 정보선택부(300)는 소정의 기능 스위치로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선택으로 전원 공급의 제어와 
재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추출, 재생 동작의 실행, 제어 및 데이터 저장의 송수신 제어 등을 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의 정보선택부(300)는 자료저장부(600)에 있는 자료를 찾아 재생하는 재생 스위치(비도시)와, 일정시
간(예: 1초) 이하로 누를 경우 다음 곡의 선택과 일정시간(예: 1초)이상 계속 누를 경우 빨리 재생하는 
전방향 스위치(비도시)와, 일정시간(예: 1초) 이하로 누를 경우 현재 재생되는 곡의 처음 또는 이전 곡의 
선택과 일정시간(예: 1초) 이상 계속 누를 경우 뒤로 빨리 재생되는 후방향 스위치(비도시)와, 한 번 누
르면 정지되고 정지상태에서 또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정지 스위치(비도시)와, 한 번 누르면 1곡 반복, 
두 번째 누르면 전체 반복, 세 번째 누르면 곡 순서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연주되게 하는 반복 스위치(비
도시)와, 그리고 재생음의 크기를 조절하는 음량조절스위치(비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재생
을 임시로 정지시키기 위한 임시정지 스위치와 클래식(classic), 팝(pop), 락(rock), 째즈(jazz) 등과 같
은 음장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음장효과 스위치를 더 구비한다.

정보표시부(400)는 엘시디(Liquid Crystal Display: LCD)모듈 즉, LCD 패널(비도시)과 CPU(501)의 제어를 
받아 LCD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LCD드라이버(비도시)로 이루어지며 동작상태에 따라 표시되는 각각의 메시
지를 숫자 및 문자로 표시한다.

LCD 패널은 크게 아이콘 부분과 그래픽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이콘들은 동작모드를 표시하는 아이콘 
즉, 한곡 반복재생, 전곡 반복재생, 랜덤재생을 표시하는 아이콘과 2차전지의 잔량을 표시하는 배터리 잔
량표시 아이콘, 재생음량의 크기를 표시하는 재생 음량표시 아이콘, MPEG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표시하는 
3자리의 세그먼트 아이콘, 현재 재생되는 곡번호와 음원의 재생시간표시를 위한 분과 초 표시 세그먼트 
아이콘 등이 제공된다. 그래픽부분은 세로 32도트와 가로 128도트를 가지고 있는 도트그래픽으로서 다양
한 문자와 그림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곳에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노래명과 가수이름이 표시가 되는데 
최대 한글일 경우 16자, 영문일 경우는 32자까지 표시할 수 있다.

자료 저장부(600)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데이터 읽기/쓰기를 할 수 있
는 예컨대 플래시 롬(혹은 플래시 메모리)(603)과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소자를 포함한다. 플래시 롬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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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재생장치의 각 구성부의 동작을 총체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메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플래시 롬과 
음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시 롬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 자료 저장부(600)는 상기 플래시 롬(603)의 대체수단으로서 혹은 보완수단으로서 휘발성 
메모리소자인 롬(601)을 채용할 수도 있다. 램(601)은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용이나 음원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로 사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 저장용 버퍼는 CPU(501) 내부의 버퍼가 부족하거나 외부기기
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오는 속도가 느리거나 읽을 때 전류소모나 클 경웨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음원 데
이터 저장용 메모리는 램 가격은 플래시 롬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데이터 소실이 되지 않도록 백업 전원
회로를 구성하면 굳이 플래시 롬(603)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단독적으로 음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
모리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래시 롬(603)의 보완수단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램(601)은 반드
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음향재생부(700)는 상기 제어부(500)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상기 자료 저장부(600)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 데인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하도록 변환한다.

상기 음향재생부(700)는 도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PEG방식으로 압축된 디지탈 음원 데이터를 복
원하여 재생을 위한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디지털신호처리부(Digital Signal Processing : 
DSP)(701)와, 상기 DSP부(701)에서 일반적인 피시엠(Pulse Code Modulation : PCM)데이터로 변환된 데이
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후 증폭시키는 오디오부(703)와, 상기 오디오부(703)에서 인가된 전기적 음
원 신호를 사용자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청취할 수 있게 연결 시켜주는 최종 헤드폰 출력단(705)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향재생부(700)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송수신부(800)는 컴퓨터, 무인 정보/음악 자판기 등과 같은 외부기기와 연결되어 상기 자료 저장부(600)
에 저장되어 있는 MPEG 음원 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를 외부로 송신하거나 외부기기로부터 MPEG데이터 및 
일반데이터를 수신한다.

송수신부(800)를 구현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프린터 포트를 이용하는 병렬송수신방식을 들 수 있다. 
프린터 포트와 인터페이스하는 회로는 프린터 포트로부터 5V 신호가 출력되므로 3V의 전원으로 동작되면
서도 5V의 프린터 출력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드라이버IC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외부기기의 프린터 포
터와 송수신부의 프린터 포트간은 전용의 통신케이블을 이용하여 병렬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프린터 포
트의 8개  데이터 비트(data  bit  1~8)와  9개의 제어신호(data  strobe,  acknowledge,  busy,  paper  end, 
select, auto line feed, error, initialize, select input)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한다.

송수신부(800)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USB(Universal Serial Bus) 포트와 USB포트 제어기를 이용하
는 직렬송수신방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외부기기와는 전용 통신케이블을 통하여 데이터 송수신 한
다.

상기 외부기기는 본 발명의 재생장치와 호응하여 음악파일 기타 일반적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송수신  프로그램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으크로소프트사의  도스나  윈도우,  애플사의 

매킨토시, 리눅스 등의 운영시스템을 내장하여 송수신을 위해 외부자원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 환경이 구비된 통상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생장치의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500)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어부(500)
는 MPEG방식으로 압축된 음원 데이터나 기타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원, 재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총괄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500)는 도2와 같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PEG 방식으로 저장된 디지탈 음원 데이터를 사람
이 청취 가능한 음향으로 변환하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는 CPU(501)와, 입출력 조작의 종료나 입출력 오류
시 상기 CPU(50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인터럽트 제어기(503)와, 상기 전원 처리
부(200)에서 인가되는 전원을 CPU(501)의 동작 전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에러 발생시 전원을 차단하
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전원 제어기(505)와, 상기 정보선택부(400)에서 인가되는 키 선택 신호를 
인터페이싱하는 키보드 인터페이스(507)와, 상기 정보표시부(400)의 행과 열에 공급되는 전류를 제어하여 
동작 상태의 디스플레이 구현을 제어하는 LCD 제어기(509)와, 프로그램이나 메모리 영역의 확장을 위해 
추가되는 확장 롬의 접속을 인터페이싱하는 확장 롬 인터페이스(511)와, 데이터의 백업 동작과 백업된 데
이터의 재생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인터럽트 등에 필요한 시간 정보를 카운트하는 타이머
(513)와, 소정의 제어 프로그램이 설정되며, 전원의 공급시 플래시 롬(603)으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을 로
딩받아 상기 CPU(501) 및 주변기기를 초기화시키는 부트 롬(515)과, 상기 부트 롬(515)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부트 롬 제어기(517)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버스 브리지 엑세스 제어기(519)와, 상기 CPU(501)를 통하지 않고 직
접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DMA  제어기(Direct  Memory  Access  Controller, 
521)와, 송수신 되는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직력/병렬 제어기(523)와, CPU(501)에서 인가되는 인터
럽트 제어신호에 따라 롬(601)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억세스 하는 램 제어기(525)와, CPU(501)에서 
인가되는 인터럽트 제어신호에 따라 플래시 롬(603)을 활성화시키는 플래시 롬 제어기(527)와, MPEG방식
으로 압축된 디지탈 음향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DSP 인터페이스(529)와, 
발진기(1000)의 발진 클럭을 소정의 상태로 처리하여 상기 CPU(501)측에 클럭 신호로 드라이브하는 클럭 
드라이버(531)를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어부(500)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은 메모리, 입/출력(I/O)의 선택을 하기 위한 어드레스 
버스와, CPU, 메모리, I/O등의 각 소자들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와, 그리고 데이터의 
입출력, 메모리, I/O의 억세스 구별, 그 밖의 CPU(501)의 상태의 제어 및 표시를 위한 각종 제어 등 시스
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버스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도 2에 도시된 이들 제어부(500)의 각 구성부는 제어부(500)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반드
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몇 개의 구성부는 예컨대 CPU(501)에 그 기능을 통합시킬 경우에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도면에 표시된 일부 구성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CPU(501)에 의해 소프트웨어
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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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우선, 휴대용 재생장치의 메모리 능력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장 롬 인터페이스(511)가 제공된다. 
이는 메모리카드(비도시)(예: 스마트 미디어카드, 멀티미디어카드(MMC), 컴팩트플래시(CF)카드 등)를 외
부에서 접속하여 CPU(501)가 버스를 통해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성부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기 보다는 사용상의 편의성을 높여주느 선택적인 구성부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자료저장부(600)의 메
모리 공간이 부족할 때 메모리카드를 확장 롬 인터페이스(511)에 부가하여 사용한다든지 혹은 미리 음원
데이터를 기록하여 판매되는 플래시 메모리를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다.

휴대용 재생장치의 각 구성부는 소정의 클럭신호에 동기되어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우해 
발진기(1000)와 클럭 드라이버(531)가 제공된다. 클럭 드라이버(531)는 발진기(1000)에서 나오는 기준이 
되는 클럭을 소정의 횟수로 분주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용 재생장치의 각 구성부에서 필요로 하는 클
럭을 만들어 낸다.

휴대용 재생장치로 일부 구성부는 예정된 시간마다 소정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필요한 타이밍신호를 만들어내기 우해 타이머(513)가 제공된다. 타이머(513)는 클럭 드라이버
(531)에서 만들어진 클럭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재생 및 재생장치의 운용과 데이터의 인터럽트 등에 필요
한 시간 정보를 카운트한다. CPU(501)는 이 카운트된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전원처리부(200)에 대하여 일
정시간마다 현재의 전원 상태를 검사한다거나 혹은 정보선택부(300)를 일정시간마다 규칙적으로 검사하여 
스위치 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그런데, 타이머를 내장하는 CPU(501)가 있으므로 이러한 
CPU(501)를 채용할 경우 타이머(513)는 도 2처럼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도 2에는 DMA제어기(521)가 제어부(500)의 일 구성부로 도시되어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기 위해 CPU(501)의 개입없이 전송하도록 하는 역할을 갖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
수적인 구성은 아니다.

휴대용 재생장치의 여러 가지 동작의 총괄적 제어내용은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며, 이 메인 프로그램
은 플래시 롬(603)에 저장해 두고 CPU(501)가 이를 실행하여 위와 같은 제어를 한다. CPU(501)가 메인 프
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플래시 롬(603)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을 그
대로 수행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플래시 롬(603)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을 CPU(501) 내부의 메
모리(비도시)나 외부의 메모리인 램(601)에 로딩한 후 상기 내부 메모리나 램(601)에서 로딩된 메인 프로
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에 따를 경우, 상기 메인 프로그램을 내부 메모리 등에 로딩하기 
위해서는 부트롬(515)이 필요하다. 부트롬(515)에는 소정의 부팅프로그램(이는 도 2에서 부트롬 제어기
(517)로 표현되어 있음)을 내장시켜 전원이 투입되면 이 부팅프로그램이 실행되어 CPU(501)는 재생장치의 
각  구성부를  초기화해주고  플래시  롬(603)에  저장되어  있는  메인  프로그램을  내부  또는  외부의 
램(메모리)으로 로딩해 준다. 그러나, CPU에 따라서는 부트롬(515)를 내부에 내장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CPU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도 2와 같이 부트롬(515)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럽트 제어기(503)는 외부기기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정보선택부(300)의 스위치가 눌려질 
때, DSP부(701)가 음향재생을 위해 데이터를 요구할 때, 타이머(513)가 카운트한 시간이 예정된 시간을 
경과할 때 등과 같이 주변장치로부터 고속의 응답을 보낸다던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여러 개의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였음을 CPU(501)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키보드 인터페이스(507)는 정보선택부(300)의 스위치신호를 검출하여 CPU(501)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동작
을 처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키보드 인터페이스(507)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각 스위치에 대응하는 키
보드인터페이스(507)의 출력신호레벨을 다르게 설계하여 신호전압레벨 값에 따라 특정 스위치를 인식하게 
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방식(A/D  KEY  입력방식)과 스위치입력신호선들과 출력신호선들을 행과 열로 
만들어 그 교차점에 각 스위치들을 배치하여 각 스위치마다 서로 다른 위치를 부여하여 특정 스위치를 인
식하게 하는 매트릭스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은 어느 것도 적용 가능하나, CPU(501)에 스위치들에 할당
할 수 있는 키보드 인터페이스(507) 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매트릭스 방식을,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날로
그/디지털 변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CPU(501)는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재생장치의 각 구성부를 제어한다. 상기 메인프로그램은 플
래시롬제어기 모듈(527), LCD제어기(509) 모듈, DSP인터페이스(529) 모듈, 전원제어기(505) 모듈, 램제어
기(525) 모듈(선택적)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메인 프로그램은 CPU(501)로 하여금 키보드인터페이스(507)를 통해 정보선택부(300)의 스위치신호를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명령을 처리하는 키보드인터페이스 모듈을 갖는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선택부(300)의 스위치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인식하는 기능 스위치와 손을 뗄 때 인식하는 스위치
로 구별된다. 또한 동일한 기능 스위치라도 짧게 누를 경우와 길게 누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기능이 동작
된다. CPU(501)는 일정시간마다 키보드 인터페이스(507)를 통해 정보선택부(300)의 각 스위치들이 눌려졌
는지 검사를 한다.

누를 때 기능 동작하는 스위치는 아래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스위치가 눌러진 후 50ms까지 눌러진 상
태가 계속되면 스위치가 눌러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짧게 눌러진 스위치인지 길게 눌러진 스위치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800ms까지 눌러진 상태가 계속되면 길게 눌러진 스위치이고 그 이전에 손을 때는 것이 
확인되면 짧게 눌러진 스위치로 판단한다. 길게 눌러진 스위치일 경우에 250ms 간격으로 스위치 상태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의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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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음으로, 손을 뗄 때 기능 동작하는 스위치는 아래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스위치가 눌러진 후 50ms까지 
눌러진 상태를 확인하고 손을 떼면 동작하는 스위치이다. 이때 짧게 눌러진 스위치인지 길게 눌러진 스위
치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800ms까지 눌러진 상태가 계속되면 길게 눌러진 스위치로 인식하고 손을 뗄 때까
지 길게 누른 스위치의 기능을 동작시킨다.

[표 2]

LCD제어기 모듈(509)은 재생장치의 현재의 동작상태가 한곡 반복재생, 전곡 반복재생, 랜덤재생 등의 재
생모드와, 2차전지의 잔량, 재생음량의 크기, 구간반복 , MPEG 데이터의 전송속도, 현재 재생되는 음원의 
시간표시, 총 노래 수와 현재 노래트랙번호 등을 아이콘과 그래픽으로 나타내기 위해 상태정보 데이터를 
일정시간 마다 상기 정보표시부(400)에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LCD 제어기모듈(509)은 인터페이스 제어, 문자 폰트 생성제어, 문자 표시제
어, 배터리 잔량표시 제어 등의 기능을 갖는다.

정보표시부(400)와의 인터페이스는 직렬인터페이스로 제어하는 방식과 병렬인터페이스로 제어하는 방식을 
병용하여 정보표시부(400)의 회로를 제어한다.

문자폰트 생성방법에는 LCD 패널에 표시할 문자 이미지를 LCD 폰트 롬(비도시)에 저장되어 이미지로 직접 
표시하는 방식, CPU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 폰트 이미지로 표시하는 방식, 윈도우 화면의 이미지 정보를 
LCD 화면표시에 적합하게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미지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즉, 비트 맵 디스
플레이(Bit Map Display)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식 등이 있고 이들 방법은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제한없이 표현할 수 있고 폰트 데이터를 내부에 저장해 둘 
필요가 없는 위 세 번째를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LCD 패널에 문자를 표시하는 문자 표시제어를 함에 있어서, LCD제어기모듈(509)은 또한, CPU(501)로 하여
금 문자의 위치를 고정하여 표시하는 방식과 LCD 화면에 한꺼번에 전부 표시할 수 없을 때 표시 가능한 
문자만을 표시한 후, 스크롤시키면서 나머지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자를 스크롤할 경
우에는 문자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1초 간격으로 문자를 정지시키면서 왼쪽으로 스크롤시키는데 한번에 
이동하는 간격도 LCD 화면 사이즈의 1/4만큼 이동하도록 제어한다.

나아가, LCD제어기모듈(509)은 CPU(501)로 하여금 배터리잔량 표시를 제어하도록 하는 기능도 갖는다. 전
원처리부(200)의 배터리잔량 표시기능을 이용하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데, 배터리 잔량표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배터리 잔량은 LCD패널의 아이콘부분에 4개의 세크먼트로 구분하
여 표시되도록 되어있다. 배터리 전원이 1.3V~1.5V일 경우에 4개의 세그먼트를 온(ON)시키고, 배터리 전
원 1.2V~1.3V일 경우에는 3개의 세그먼트를 온시키며, 배터리 전원이 1.1V~1.2V일 경우에는 2개의 세그먼
트를 온시키고, 배터리 전원이 1.0V~1.1V일 경우에는 1개의 세그먼트를 온시킨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이 
0.95이하일 경우에는 4개의 세그먼트 모두가 오프(OFF)가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메인 프로그램은 송수신제어부(800)를 통한 외부기기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
그램 모듈 즉, 직렬/병렬제어기 모듈(523)을 구비한다.

먼저, 송수신부(800)를 프린터 포트를 이용한 병렬송수신방식으로 구현한 경우의 데이터 송수신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송수신 모드는 1EEE1248 표준인 ECP 모드를 이용하여 양방향 송수신이 되도록 동
작하여 100kbps~25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직렬/병렬제어기 모듈(523)은 송수신 제어에 
있어서 PC를 외부기기로 할 경우, CPU(501)를 거치지 않고 PC의 운영프로그램이 프린터 포트의 데이터 비
트와 제어신호를 제어하여 플래시 롬(603)에 직접 데이터를 쓰기와 읽기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송수신에 관련된 명령에는 포맷(Format) 명령, 재생장치의 상태 읽기(Status Read) 명령, 블록갱신(Block 
Update) 명령, 블록삭제(Block Erase) 명령, 블록쓰기(Block Write) 명령, 블록읽기(Block Read) 명령, 
페이지쓰기(Page Write) 명령, 페이지 읽기(Page Read) 명령 등이 있다.

위의 명령을 이용하여 재생장치의 플래시 롬(603)에 저장된 음원 데이터를 외부 기기로부터 수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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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기기가 0번 블록을 리드(read)하는 블록읽기 명령을 수행하여 플래시 롬
(603)의 파일관리정보(예: 파일할당테이블 정보)를 읽어들인다(T1단계). 다음으로, 외부기기는 플래시 롬
(603)의 비어있는 블록 위치를 확인하고 빈 블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이해 블록쓰기 명령을 수행한다
(T2  단계).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플래시  롬(603)으로  다  보낼  때까지  T2  단계의  명령을  반복한다(T3 
단계). 마지막 데이터를 보낸 후에 0번 블록의 파일 관리 정보를 갱신(Update)하기 위해 0블록 갱신 명령
을 수행한다(T4 단계).

외부기기로 음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기기는 플래시 롬(603)의 0번 블록을 
리드(Read)하는 블록읽기 명령을 수행하여 플래시 롬(603)의 파일관리정보(예: 파일명, 파일 크기, 파일
생성 날짜정보, 파일이 우치한 첫 블록위치 정보)를 읽어 온다 (R1 단계). 이후, 다음 블록번호 정보에 
따라 블록읽기 명령을 수행하여 다음 블록의 데이터를 읽어 온다(R2 단계). 마지막 블록까지 R2 단계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R3 단계).

다음으로, 송수신부(800)을 USB 포트를 이용한 직렬송수신방식으로 구현한 경우의 데이터 송수신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방식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병렬 전송방식 보다 빠른 500kbps이다. 데이터 전송은 
초기 설정을 위해 제어전달(Control transfer) 모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벌크전달(bulk transfer)
모드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또한 송수신 제어는 병렬 제어방식과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병렬송수신방식
과 달리 윈도우 프로그램이 직접 플래시 롬(603)에 쓰기와 읽기를 하지 않고, CPU(501)에 명령을 전달하
여 CPU(501)가 직접 플래시 롬(603)에 쓰기와 읽기를 하도록 한다.

이 송수신방식에 따른 송수신 명령에는 포맷(Format) 명령, 파일할당테이블(이하, ‘FAT’라 함) 읽기 명
령, 파일 송신 명령, 파일 수신명령, 파일 삭제 명령, 곡 순서 변경 명령이 있다. 이와 같은 명령들은 송
수신부(800)를 통해 CPU(501)로 전달되어 실행된다.

위의 명령을 이용하여 외부기기가 음원 데이터를 플래시 롬(603)에 송신하여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이 수행된다. 먼저, 외부기기가 FAT 읽기 명령을 CPU(501)에 보내면, CPU(501)는 플래시 롬(603)의 FAT 
관리정보를 읽어 외부기기로 송신한다. 외부기기는 FAT관리정보를 분석한 다음 송신할 음원 데이터에 대
한 파일 관리정보와 함께 파일송신 명령을 CPU(501)로 보낸다. CPU(501)로부터 확인신호(ACK)를 수신하면 
외부기기는 송신할 음원 데이터를 64바이트 단위로 마지막 바이트까지 CPU(501)로 송신하여 CPU(501)가 
플래시 롬(603)에 기록되도록 한다.

외부기기가  재생장치의  플래시  롬(603)의  음원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외부기기가 FAT 읽기 명령을 CPU(501)에 보내면, CPU(501)는 플래시 롬(603)의 FAT 관리정보를 
읽어 외부기기로 보낸다. 외부기기는 FAT 관리정보를 분석하여 수신할 파일에 관한 정보와 함께 파일수신
명령을 CPU(501)에 보내면, CPU(501)는 확인신호(ACK)를 외부기기에 보낸 다음, 외부기기가 수신할 음원 
데이터를 플래시 롬(603)으로부터 읽어들여 64바이트 단위로 외부기기로 송신한다.

한편, 파일 삭제와 곡 순서 변경은 외부기기가 이에 관한 명령을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와 함께 CPU(50
1)에 보내면, CPU(501)은 이 명령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플래시 롬(603)에 대한 음원데이터 기타 여러 가지 파일의 쓰기, 읽기, 삭제 등과 같은 파일관
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메인 프로그램은 플래시 롬(603)의 파일관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한며, 도 2의 플래시롬 제어기 모듈(527)이 상기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한다. 아울러, 램(601)을 데
이터 저장용으로 채용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램 제어기 모듈(525)이 더 제공된다. 
이 램 제어기 모듈(525)의 기능은 플래시롬 제어기 모듈(527)의 기능에 준하므로, 이하에서는 후자에 대
해서만 설명한다.

플래시 롬(603)은 여러 개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블록은 32개의 페이지로 구성되고 각 페이지는 
512바이트의 메인 영역과 16바이트의 서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원 데이터는 파일시스템 방식에 
따라서 파일 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정해진 위치의 각 블록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파일시스템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여러 개의 블록들로 구성되는데 블록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0번 블
록, 배드(Bad) 블록 정보를 표시하는 1번 블록,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2번과 3번 블록, 4번 블록부터는 데
이터를 보관하는 블록으로 사용되는데, 예컨대 16MB 플래시 롬은 1024개 블록, 32MB 플래시 롬은 2048개, 
64MB 플래시 롬은 4096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표 3]

0번 블록에는 모든 데이터 블록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정보가 저장되고 블록내의 1 바이트는 1개 블록의 
사용 상태를 표시하는데, 모든 비트가 1로 세트되어 있으면 비어있는 블록이고 다른 값이 세트되어 있으
면 사용중인 블록으로 표시한다. 4번째 바이트는 4번 블록의 사용 상태를 표시하고 n번째 바이트는 n번 
블록의 사용상태를 표시한다. 또한 사용중인 블록 데이타가 MPEG 데이터, 일반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문자 기호로 표시하여 저장한다. 즉, MPEG 데이터는 M, 일반 데이터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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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한다.

1번 블록에는 모든 블록을 검사하여 사용 가능한 블록과 사용할 수 없는 블록을 표시하는 정보가 저장되
어 있다. 최초 생산시 플래시메모리를 포맷할 때 플래시메모리 자체가 갖고 있는 배드 블록정보를 검사하
여 1번 블록에 저장을 하고 또한 사용 중에 발생된 배드 블록이 발견되면 추가로 배드 블록정보를 갱신시
킨다. 배드블록 표시방법은 0번 블록과 마찬가지로 블록내의 1 바이트는 1개 블록의 배드 블록 정보를 표
시하는데 사용한다. 2번 블록과 3번 블록은 파일시스템 관리를 위해 내부에 필요한 작업용 블록으로 사용
한다. 4번 블록부터 마지막 블록까지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블록으로 사용된다.

0번 블록과 1번 블록의 자세한 구성을 아래 표 4에 정리하였다.

또한, 블록 4부터 블록 n까지의 데이터 블록의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표 5]

위와 같은 구조의 파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원 데이터의 저장, 읽기, 삭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음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0번 블록을 검사하여 비어있는 블록 중 배드 블록이 아닌 첫 번째 블록을 찾아내고 그 블록의 첫 번
째 페이지의 메인 영역에 음원 데이터의 파일정보를 기록하는데 파일이름, 파일크기, 파일 생성날찌, LCD
에 음원 타이틀을 표시하기 위한 비트 맵 디스플레이(Bit Map Display) 데이터 등을 기록한다. 또한 첫 
번째 페이지의 서브 영역에는 현재의 블록번호 2바이트와 데이터를 저장할 다음 블록번호 2바이트를 기록
한다. 다음 블록번호의 블록 위치로부터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첫 페이지의 서브 영역에는 현재의 블
록번호와 다음 블록번호가 기록되어 연속된 블록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때 현재의 블록이 마지막 블록일 
경우에는 2바이트 전부 1로 세트하여 마지막 블록이라는 것을 포시한다. 마지막 블록을 저장한 후에 0번 
블록에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 사용하였던 모든 블록 사용정보를 ‘사용중’으로 갱신하는데, 사용한 첫 
번째 블록번호는 대문자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록하여 음원 데이터의 시작 블록 위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저장된 음원 데이터를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n번째 곡번호의 음원 데이터를 읽으려면 0번 블록을 조사하여 n번째 위치의 대문자를 찾아서 n번째 곡이 
시작되는 블록의 위치를 계산해 낸다. 그 블록의 첫 번째 블록에는 파일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파일이름, 
파일크기, 파일 생성날짜, Bit Map Image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첫 페이지의 서브영역에서 다음 블록번
호를 읽어서 다음 블록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다음 블록에서는 현재 블록의 음원 데이터와 다음 블록의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마지막 블록까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저장된 음원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n번째 곡번호의 음원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0번 블록을 조사하여 n번째 위치의 대문자를 찾아서 n번째 곡
이 시작되는 블록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 블록의 서브 영역에서 다음 블록번호를 읽어서 다음 블록의 위
치를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마지막 블록까지 위치 정보를 확인한 후, 0번 블록에서 n번째 곡에 대한 블록 
리스트를 삭제하여 사용 가능한 블록으로 수정하고, n번 이후에 있는 곡들에 대해서는 각 곡의 첫 번째 
블록만을 비어있는 블록 위치로 이동시키고 첫 페이지의 서브 영역에 있는 다음 블록번호 정보를 수정한
다.

저장된 음원 데이터의 곡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n번째 곡번호의 음원 데이터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려면 먼저, 0번 블록의 n번째 곡번호의 첫 블록을 조사
하여 n번째 위치의 대문자를 찾아서 n번째 곡의 파일정보가 들어 있는 첫 블록의 내용을 이동될 위치의 
곡번호로 변경하고 원래 위치에 있는 곡번호와 그 이후에 있는 곡번호 순서를 하나씩 변경하여 뒤로 이동
시킨다.

다음으로, 상기 메인 프로그램을 음향재생부(700)에 의한 음원데이터의 재생을 위해 플래시 롬(603)에 저
장된 MPEG방식으로 압축된 음원데이터가 DSP부(701)로 전달되도록 제어하는 DSP 인터페이스 모듈(52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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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사용자가 정보선택부(300)의 재생에 관련된 스위치를 누르면 CPU(501)는 이를 인식하여 플래시 
롬(603)에 저장된 특정 음원데이터를 읽어서 클럭신호에 동기시켜 DSP부(701)에 직렬로 전송한다. 음원데
이터를 전송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CPU(501)는 재생해야 할 음원 데이터를 CPU(501) 내부의 버퍼 크기만큼 플래시 롬(603)으로부터 읽
어와서 클럭과 동기시켜 데이터열로 DSP부(701)에 제공한다. 이때, 전송하는 속도는 128kbps~1Mbps 정도
이다. DSP부(701)는 CPU(501)로부터 받은 음원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 디코딩하고, 일정량이 처리되면 다
시 CPU(501)로 데이터전송요구를 한다. CPU(501)는 이러한 전송요구를 접수하면 플랫 롬(603)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소정량 읽어들여 DSP부(701)로 전송하며, 이와 같은 전송은 음원데이터를 전부 전송할 때
까지 반복한다.

한편, DSP부(701)는 MPEG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여 각 정보 즉, 샘플링주파수, 전송속도, 스트림의 에러
코드, 엔코딩된 데이터가 MPEG1 인지 또는 MPEG2 인지 등을 추출한 후, 일반 PCM 데이터로 디코딩 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 후 DSP부(701)는 2채널 PCM 데이터를 오디오부(703)로 전송하게 되는데, 좌우
를 표시하게 되는 클럭(L/R clock)과 PCM 데이터, PCM 데이터를 동기 시키는 클럭 등 세 신호를 오디오부
(703)로 전송한다.

DSP부(701)는 클래식, 팝, 락, 째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음장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0hz, 
1Khz, 10Khz의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각기 다른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기능
을 갖는다.

[표 6]

오디오부(703)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비도시)와 주변 필터회로(비도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
털/아날로그 변환기는 DSP부(703)로부터 좌우를 표시하게 되는 좌우클럭(L/R clock)과 PCM 데이터, 그리
고  PCM  데이터를  동기시키는  클럭의  세가지  신호를  입력받는다.  이  PCM  데이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44.1KHz로 샘플링하고 16비트의 데이터로 양자화시킨 데이터이므로 적어도 16비트 이상의 분해능을 가진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가 필요하다. 이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인 PCM 데이터를 사
람이 들을 수 있는 전기적 신호인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한다.

재생장치에 최초 전원인가시 CPU(501)는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이때 오디오데이터 전송방식, 데이터크기 
등을 설정해준다. 이어서 DSP부(701)에서 음원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하면 좌우클럭에 따라 좌측 음원데
이터와 우측음원데이터를 구분하게 되고 각각 좌우채널로 아날로그 신호를 헤드폰 출력단(705)으로 보내
주게 된다.

또한 출력은 2채널 즉, 좌우 스테레오로 출력되기 때문에 두 채널간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철
저하게 서로를 분리시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 신호의 크기는 전기적으로 매우 미약하므로 
사람이 인지할 정도로 증폭시키기 위해 앰프(비도시)와 음량 조절부(비도시) 및 주변 회로(비도시)가 필
요하게 된다. 디코딩된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시키는 앰프는 원 신호와 왜곡이 없는 한도내에서 증폭이 이
루어 져야 하고 음량 조절부에 의해 그 증폭율도 결정이 되게 된다. 정보선택부(300)의 음량조절 스위치
를 누르게 되면 CPU(501)는 그 스위치가 음량올림스위치인지 음량내림스위치인지를 검사하여 각 해당도는 
제어를 수행한다. 이때 CPU(501)는 정보표시부(400)에 LCD에 음량변경폭을 숫자와 음량크기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한편, 도2에 도시된 전원제어기(505)는 CPU(501)에 의해 수행되는 메인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나
타낸 것이다. 이 전원제어기(505) 모듈은 각 구성부에 대한 배터리관리, 전원공급제어, 절전 제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배터리 전압은 사용전류량에 따라서 그 레벨이 변한다. 따라서, CPU(501)는 아주 짧은 주기 예컨대 10ms 
간격으로 배터리 전압을 수십 내지 수백회 읽어서 그 평균값을 계산하여 현재의 배터리 전압으로 인식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한 입력데이터는 배터리의 전압레벨을 입력으로 하는 전원처리부(200) 내부의 아날로
그/디지털 변환기의 디지털 값이 된다. CPU(501)는 구해진 평균값은 정보표시부(400)의 LCD에 전지 잔량
을 표시되도록 제어하여 사용자가 2차전지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CPU(501)는 전원 처리부(200)가 만든 전원을 휴대용 재생장치 전체의 동작 전원으로 안정하게 공급하고, 
에러 발생시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전원공급부(100)의 상태 검사 등 전반적인 전
원관리를 한다.

이와 더불어 절전을 위해, 재생장치의 각 구성부의 전원단에는 전원스위치를 별도로 마련하여 CPU(501)가 
부분별 전원 공급 여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휴대용 재생장치가 PC 또는 
데이터 자동판매기 등과 같은 외부기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송수신부(800)에는 전원공급을 차단하
고, 재생장치가 현재 음원데이터를 재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정보선택부(300),  정보표시부(400), CPU(50
1)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에는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며, 이후 재생장치가 정지상태에서 30초간 어떤 스
위치 입력이 없을 시에는 재생장치 전체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원을 관리하여 불필요
한 전원소모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원관리를 한다.

한편, 버스 브리지 엑세스 제어기(519)는, 송수신부(800)가 병렬송수신방식으로 구현된 경우에, CPU(50
1)가 사용하고 있는 버스를 외부기기가 송수신부(800)를 통해 직접 플래시 롬(603)을 엑세스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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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CPU(501)와 외부기기가 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어해준다.

전술한 바와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서 MPEG방식으로 압축된 디지털 음원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제어부를 중심으로 도 3a 내지 3f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상기 메인 프로그램에는 이하와 같은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구비한다.

도 3a에서, 사용자가 자료 저장부(600)에 MPEG방식으로 압축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음원 데이터 중에서 
임의의 음원데이터(예: MPEG3 음악고) 정보를 재생 청취하기 위하여 정보선택부(300)에 구비되어 있는 전
원 스위치를 ‘온’하면, 전원 공급부(100) 또는 외부의 어댑터 전원과 전원 처리부(200)가 연결되면서 
제어부(500)의 CPU(501)에 전원과 발진기(1000)의 클럭이 투입되면서 동작모드 상태로 된다. 동작모드 상
태가 시작되면 부트 롬(515)은 플래시 롬(603)으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을 로딩받아 CPU(501) 및 주변 회로
를 초기화시킨다(스텝1000). 이후, 제어부(500)의 CPU(501)는 자료 저장부(600)의 플래사 롬(603)의 상태
를 검출하여 플래시 롬(603)에 저장되어 있는 메인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어부(500)의 
CPU(501)는 정보표시부(400)를 통하여 설정된 소정의 에러 코드를 출력한 다음 재생 요구에 대한 동작을 
정지한다(스텝1150).  상기에서 플래시 롬(603)에  저장되어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정상이라고 판단되면 
CPU(501)는 플래시 롬(603)에 설정되어 있는 메인 프로그램을 로딩한다(스텝1200). 이후, CPU(501)는 메
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기 환경을 설정한 다음(스텝1300),  키보드 인터페이스(507)와 메모리/입출력 
버스를 통해 인가되는 정보선택부(300)의 키 신호를 검출한다(스텝1400). 상기 스텝1400에서 정보선택부
(300)로부터 인가되는 키 입력 신호가 검출되면 검출되는 키 신호가 전원 처리부(20)에서 공급되는 전원
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오프 선택 신호인지를 판단한다(스텝1410). 상기 스텝1410에서 전원오프선택 신호
이면 전원 처리부(200)에서 인가되는 동작 전원을 차단시켜 대기모드로 진입한다(스텝1415). 상기 스텝
1410에서 선택되는 키 신호가 전원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신호가 아니면 자료 저장부(600)의 플래시 롬
(603)에 MPEG방식으로 압축 저장되어 있는 임의의 음원 데이터를 복원 재생하기 위한 선택 신호인지를 판
단한다(스텝1420).

도 3b에서, 상기 스텝1420에서 검출되는 키 신호가 자료 저장부(600)에 저장된 임의의 음원 데이터를 재
생하고자 하는 키 신호인 것으로 판단되면 CPU(501)는 자료 저장부(600)에 저장된 음원 데이터를 DSP부
(701)로 전달해준다. DSP부(701)는 내장된 운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MPEG방식의 압축된 디지털 음
원 데이터를 압축해제하여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데이터를 오디오부(703)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
고, 변환된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헤드폰 또는 스피커출력단(705)을 통해 사용자가 청취할 수 있는 음원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재생 동작을 실행한다(스텝1425). 상기 스텝1420에서 검출되는 키 선택 신호가 
임의의 음원 데이터를 재생하고자 선택하는 신호가 아니면 후속 저장 번지의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다음 
음원 데이터를 선택하는 전방향 키인지를 판단한다(스텝1430). 상기 스텝1420에서 전방향 선택신호인 것
으로 검출되면 CPU(501)는 전방향 선택신호가 일정시간(예: 1초) 이하로 검출되면 다음 곡을 선택하여 재
생동작을 진행하고, 전방향 선택신호가 일정시간(예: 1초) 이상으로 검출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음원 
데이터의 재생을 빠른 동작으로 실행한다(스텝1435). 상기 스텝1430에서 검출되는 키 선택 신호가 전방향 
선택신호가 아니면 현재 생되거나 선택된 음원 데이터 보다 먼저 저장된 임의의 음원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후방향 신호인지를 판단한다(스텝1440). 상기 스텝1440에서 검출되는 키 신호가 후방향 선택신호인 
것으로 검출되면 CPU(501)는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후방향 선택신호가 일정시간(예: 1초) 이하
로 검출되면 현재의 음원데이터 즉, 음악 곡의 처음 첫 음절부터 재생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전 곡의 재생 
동작을 진행하고, 후방향 선택신호가 일정시간(예: 1초) 이상으로 검출되면 현재 선택되어 재생되고 있는 
음원 데이터의 재생을 빠르게 실행한다(스텝1445). 상기 스텝1440에서 검출되는 키 신호가 후방향 선택이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생 동작을 일시 중지시키기 위한 정지 신호인지를 판단한다(스텝1450). 상
기 스텝1450에서 검출되는 신호가 현재의 재생 동작을 중지시키기 위한 정지신호이면 검출되는 정지신호
의 입력 횟수를 분석한 다음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지 신호가 소정의 횟수, 바람직하게는 1번 검출되
면 현재의 재생 동작을 중지시키고 정지 신호가 2회 즉, 재생 동작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지 선택이 연속
적으로 검출되면 음원 데이터 재생을 위한 스탠바이 전원을 오프시키는 동작을 실행한다(스텝1455). 상기 
스텝1450에서 검출되는 키 신호가 정지 선택이 아니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음원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재
생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반복 신호인지를 판단한다(스텝1460). 상기 스텝1460에서 검출되는 키 신호가 반
복 선택인 것으로 판단되면 검출되는 선택 신호의 입력 횟수를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분석한 다
음, 반복 선택신호가 1회 검출되면 현재 재생하고 있는 음원 데이터를 반복 재생하고, 반복 선택신호가 2
회 검출되면 상기 플래시 롬(603)의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데이터 전체를 반복해서 재생하며, 
반복 선택 신호가 계속해서 검출되면 반복 선택신호가 검출구간을 반복 재생하고, 반복 재생 구간이 설정
되어 있던 상태에서 반복 선택신호가 검출되면 설정된 반복 구간을 해제하는 동작을 실행한다(스텝1465). 
또한, 상기 스텝1460에서 반복 선택신호가 검출되지 않으면 무작위 연주신호를 선택하는 신호가 검출되는
지를 판단한다(스텝1470). 상기 스텝1470에서 무작위 연주를 선택하는 신호가 검출되면 저장된 순서에 관
계없이 무작위로 재생 동작을 실행하며(스텝1475), 무작위 연주 신호가 검출되지 않으면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MPEG방식으로 압축된 음향 자료를 재생하기 위한 동작을 반복해서 실행한다. 무작위 연
주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난수 발생이 필요한데, 임의의 난수 발생은 제어부(500)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타이머(513)들의 현재 카운트 값을 전부 합산하고 무작위 연주될 곡 수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난수로 사용한다. 난수로 나온 결과가 이전에 한번 연주 된 곡 번호인가를 확인하고 같을 경우에는 무시
를 하고 다시 난수를 발생시켜 사용한다.

도 3a에서, 상기와 같이 정보선택부(300)에서 입력되는 키 신호에 따라 임의의 음원 데이터가 선택되어 
재생 동작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전원 처리부(200)에서 인가되는 동작 전원의 전력을 체크하여 전원 공급
부(100)의 2차 전지 전압이 정상적인 재생 동작을 실행시킬 수 없는 로우 파워(Low Power)의 상태인지를 
판단한다(스텝1500). 상기에서 전원 공급부(100)의 전압이 정상적인 재생 동작을 진행시킬 수 없는 로우 
파워의 상태이면 검출되는 현재의 전압이 설정된 일정 기준치 이하, 예를 들면 동작불능 전압에 도달하였
는지를 검출한다(스텝1510).

도 3c를 참조하면, 상기에서 검출되는 전원 공급부(100)의 전압이 설정된 일정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판
단되면 제어부(500)의 CPU(501)는 MEM/IO 버스를 통해 정보표시부(400)의 LCD드라이버에 전원 부족에 대
한 경고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소정의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LCD 드라이버는 인가되는 제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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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보표시부(400)의 LCD 패널의 행과 열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정하여 전원차단경고 메시지를 표시
한다(스텝1520). 동시에 제어부(500)의 CPU(501)는 자료 저장부(600)의 플래시 롬(603) 측에 데이터 저장 
신호를 인가하여 현재 상태를 저장하며(스텝1530), MEM/IO 버스를 통해 전원 처리부(200)를 제어하여 전
원 공급을 차단시킨다(스텝1540). 상기 스텝1510에서 검출되는 전원 공급부(100)의 전압이 일정 기준치 
이상, 예를 들면 최소로 동작 가능한 전압이라고 판단되면 CPU(501)는 정보표시부(400)의 LCD 드라이버를 
통해 LCD 패널을 제어하여 전력 부족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출력시킨다(스텝1550).

또한, 제어부(500)의 CPU(501)는 전원 처리부(200)에 어댑터를 통하여 외부의 전원이 연결되는지를 검출
한다(스텝1600)(도 3a 참조).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텝1600에서 어댑터를 통한 외부 전원 연결이 검출되면 전원 공급부
(100)의 배터리 상태를 검출하여 배터리가 만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스텝1610). 상기 
스텝1610에서 배터리가 만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면 배터리의 과방전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충전 동작을 차단시키고, 배터리가 만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댑터를 통한 외부
의 전원이 연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검출한다(스텝1620). 전원 공급부(100)의 배터리가 만 충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전원이 연속적으로 공급되면 공급되는 외부의 전원을 전원 공급부
(100)측에 유입시켜 배터리를 재충전시킨다(스텝1630).

또한,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정보선택부(300)의 재생 동작 선택에 따라 임의의 음원 데이터가 
재생되고 있는 것으로 검출되면(스텝1700)(도 3a참조), 제어부(500)의 CPU(501)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음
원 데이터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데이터의 재생시간, 제목, 음악의 장르, 잔여 재생시간 등에 대한 데
이터를 분석한 다음, 분석된 재생 정보를 정보표시부(400)의 LCD 패널에 표시한다(스텝1710). 또한, 제어
부(500)의 CPU(501)는 자료 저장부(600)의 플래시 롬(603)에 MPEG방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디지털 음원 데
이터를 DMA버스를 통해 억세스하여 음향 재생부(700)의 DSP부(701)에 전송하면 상기 DSP(701)는 MPEG방식
의 압축된 디지털 음원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오디오부(703)를 통해 음향 신호 변환한 다음 헤드폰이나 스
피커를 통해 사용자가 청취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스텝1720). 상기와 같은 동작을 통해 재생되는 음원 데
이터의 재생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며(스텝1730), 재생 완료 신호가 검출되면 사용자가 선택한 신호에 
따라 다음에 재생할 음원 데이터를 플래시 롬(603)으로부터 검색하고(스텝1740) 검색이 완료되면 다음에 
재생할 음원 데이터를 플래시 롬(603)으로부터 로딩하여 재생을 위한 준비를 실행한다(스텝1750).

한편, 제어부(500)의 CPU(501)는 외부기기로부터 MPEG로 압축된 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를 송수신을 위한 
직렬/병렬 제어기(523)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분석하여 외부기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
는 일반 컴퓨터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정보 자동 판매기 등이 직렬/병렬 제어
기에 연결되었는지를 검출한다(스텝1800)(도 3a 참조).

상기 스텝 1800에서 외부기기내의 송수신 프로그램은,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에 연결된 직렬 혹은 병렬 포트를 초기화 한 후, 제어부(500)의 CPU(501)에 서로 규약된 명령어를 전송하
여 연결된 휴대용 음향기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료저장부(600)내의 데이터 정보를 컴퓨터 등과 같은 외
부기기로 전송하거나 외부기기내의 송수신 프로그램에서 자료저장부(600)의 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
능을 갖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 전송 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수신가능 상
태인지 확인한 다음, 휴대용 음향기기의 LCD에 표시될 MPEG로 압축된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 파일의 정보
를 이미지로 만들어 일정크기의 용량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런 송수신방법으로 외부기기로
의 데이터전송도 가능하며 휴대용 음향기기의 조절기능을 외부기기내의 송수신 프로그램에서 조절도 가능
하다(스텝1810).

상기 스텝1810에서 송수신부(800)에 외부기기와의 연결이 검출되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프로세싱을 일단 
정지하고 데이터 전송모드로 변환 후, 전송되는 MPEG로 압축된 데이터 및 각종자료를 수신하며, 수신되는 
데이터가 송신한 원래의 데이터와 왜곡은 없는지 또는 전송이 된 후 자료저장부(600)에 저장될 때 에러는 
없었는지를 검색한다. 전송이 끝났는지는 규약된 명령이 전송될 때까지 검사하는 방법과 제어부(500)에서 
전송되는 용량을 체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한다(스텝1820).

상기 스텝에서 수신되는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어부(500)의 CPU(501)는 송
수신부(800)를 통해 외부기기에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구하여 에러가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데이터의 전
송을 유도하고(스텝1830), 수신되는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데이터 상태이면 CPU(501)
는 수신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스텝1840),  외부기기에서 자료저장부(600)에 저장하기 위한 크기만큼 
수신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이면 자료 저장부(600)의 어드레스 영역을 지정하여 수신된 데이터의 저
장을 완료한다(스텝1850).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인 메모리칩에 음원 데이터를 MPEG방식으로 압축 저장
한 다음, 사용자의 선택으로 임의의 음원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재생하므로 음반, 컴팩트 디스크 등과 같
은 기억매체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음원파일의 구입 및 저장 등의 사용에 편리성이 제공되고, 녹음 및 
반복적인 재생과 보관의 부주의로 인한 음원데이터의 열화가 배제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이 완료된 후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내의 데이터정보를 갱신해서 외부기기의 송수신
프로그램으로 갱신된 정보를 보내서 서로 연속적이고 행해진 동작의 정확한 기능 구현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기기와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와의 송수신에 관련된 기능은 제어부(500)의 CPU(501)와 서로 규
약되어 제어 관련, 상태 체크 관련, 데이터 전송 관련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든 명령어의 전송은 핸드쉐이
킹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시 미리 사전에 송수신이 가능한지를 체크해서 가능한 상태를 확인하
고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송수신시 에러가 적고 에러 발생시에도 재전송을 통해서 정
확한 전송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MPEG 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의 저장이 외부기기와 연결되어 전송되므로 제어부(500)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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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높을수록 고속의 이동, 저장이 가능하므로 현재 플로피디스켓의 최대용량보다 큰 데이터를 이동, 
저장하기에 용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
기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등가적인 의미나 범위에 속하는 모든 변화
들은 전부 본 발명의 권리범위 안에 속함을 밝혀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에 있어서, 2차 전지로 이루어지며 부하에 필요한 동작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수단과; 

상기 전원 공급수단의 전원을 안정적인 전압, 전류로 정류하는 전원 처리수단과; 

동작상태에 따라 메시지를 숫자 및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수단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의 저장과 복원 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 정보를 지정되는 어드레스 번지에 저장
하는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임의의 음원 데이터 재생과 저장 및 각종 동작제어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지시
하는 정보선택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 데이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하도
록 변환하는 음향 재생수단과; 

외부기기와 연결되어 음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원처리수단은 어댑터를 통하여 외부의 전원이 인가되는 경우 상기 전원 공급
수단의 2차 전지에 충전 전류를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정보선택부(300)는 적어도 상기 저장수단에 있는 자료를 찾아 재생하도록 지시
하는 재생 스위치; 일정시간 이하로 누를 경우 다음곡의 선택과 일정시간 이상 계속 누를 경우 빠른 재생
을 지시하는 전방향 스위치; 일정시간 이하로 누를 경우 현재 재생되는 곡의 처음 또는 이전 곡의 선택과 
일정시간 이상 계속 누를 경우 뒤로 빠른 재생을 지시하는 후방향 스위치; 한 번 누르면 정지되고 정지상
태에서 또 누르면 전원이 꺼지도록 지시하는 정지 스위치; 한 번 누르면 1곡 반복, 두 번째 누르면 전체 
반복, 세 번째 누르면 곡 순서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연주되도록 지시하는 반복 스위치; 및 재생음의 크기
를 조절하는 음량조절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
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MPEG 방식으로 저장된 디지탈 음원 데이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한 음
향으로 변환하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는 CPU와;

입출력 조작의 종료나 입출력 오류시 상기 CPU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인터럽트 제
어기와;

상기 전원 처리수단에서 인가되는 전원을 CPU의 동작 전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에러 발생시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전원 제어기와;

상기 정보 선택수단에서 인가되는 키 선택 신호를 인터페이싱하는 키보드 인터페이스와;

상기 정보 표시수단의 행과 열에 공급되는 전류를 제어하여 동작 상태의 디스플레이 구현을 제어하는 LCD 
제어기와;

프로그램이나 메모리 영역의 확장을 위해 추가되는 확장 롬의 접속을 인터페이싱하는 확장 롬 인터페이스
와;

데이터의 백업 동작과 백업된 데이터의 재생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인터럽트에 필요한 시간 
정보를 카운트하는 타이머와;

소정의 제어 프로그램이 설정되며, 전원의 공급시 플래시 롬으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을 로딩받아 상기 CPU 
및 주변기기를 초기화시키는 부트 롬과;

상기 부트 롬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부트 롬 제어기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버스 브리지 엑세스 제어기와;

상기 CPU를 통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DMA 제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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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직렬/병렬 제어기와;

상기 CPU에서 인가되는 인터럽트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램 제어기와;

상기 CPU에서 인가되는 인터럽트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저장수단의 플래시 롬을 활성화시키는 플래시 롬 
제어기와;

MPEG방식으로 압축된 디지탈 음향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DSP 인터페이스
와;

발진 클럭을 소정의 상태로 처리하여 상기 CPU측에 클럭 신호로 드라이브하는 클럭 드라이버로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저장수단은 전원이 나가면 기억된 정보가 소실되는 휘발성 기억매체로 전원이 
있는 동안 임시저장 장소로 이용되는 램과;

전원이 나가도 기억된 정보가 소실되지 않는 비휘발성 기억매체로서, 디지탈 음원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
램 데이터가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플래시 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
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음향 재생수단은 MPEG방식으로 압축된 디지탈 음원 데이터를 소정의 상태로 처
리하여 복원하는 디지털신호처리(DSP)부와;

상기 디지털신호처리(DSP)부에서 복원된 디지탈 음원 데이터를 전기적인 음향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회
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청구항 7 

정보 선택수단에 의한 전원 공급시 시스템을 초기화한 다음 저장수단의 플래시 롬 상태를 검출하는 과정
과;

상기에서 플래시 롬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판단되면 플래시 롬으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실행 환
경을 설정하는 과정과;

실행 환경의 설정이 완료되면 정보 선택수단의 선택 신호와 동작 전원 상태, 외부 전원의 연결 여부, 외
부 통신기기의 연결 여부 등에 따라 저장된 음원 데이터의 재생과 데이터의 백업 저장을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방법.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전원이 인가되면 CPU와 주변 회로를 초기화한 후 메인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지 검
출하는 단계와;

메인 프로그램이 정상이면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기 환경을 설정하고 메인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으
면 에러신호를 출력함과 동시에 실행동작을 정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방법.

청구항 9 

청구항 7에 있어서, 실행 환경에서 임의의 동작이 진행되는 중에 정보 선택수단에서 인가되는 키 신호가 
검출되면 동작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전원 차단 신호가 아니면 재생 선택 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재생 선택이 아니면 현재 선택된 음원 데이터 이후의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신호인지를 판단
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현재 선택된 데이터 이후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신호가 아니면 현재 선택된 음원 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현재 선택된 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신호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재생 동작을 
중지시키기 위한 선택 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현재 재생 동작을 중지시키기 위한 선택 신호가 아니면 현재 재생중인 음원 데이터 또는 임의의 
음원 데이터를 반복 재생시키기 위한 선택신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반복 재생을 선택하는 신호가 아니면 데이터의 저장 순서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재생하고자 하는 선택신호
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되는 각각의 키 신호에 따라 해당 동작을 실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
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과정에서 검출되는 전원 공급수단의 동작 전원 상태가 저전력으로 판단되면 검
출되는 전압을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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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전원 공급수단이 안정된 동작을 실행시킬 수 없는 저전력으로 판단되면 전원 차단 경고 메시지
를 표시함과 현재의 데이터를 안정되게 백업 저장한 후 전원을 차단시키는 단계 및;

상기에서 전원 공급수단의 전력이 최소의 동작만을 실행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면 충전을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음향 재생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7에 있어서, 외부 전원의 공급이 검출되는 경우 외부 전원을 이용하여 음원 데이터의 재생 동작을 
진행하며, 전원 공급수단의 전력상태를 검출하여 충전동작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
을 이용한 음향 재생장치.

청구항 12 

청구항 7에 있어서, 정보 선택수단으로부터 재생을 요구하는 선택신호가 검출되면 선택된 음원 데이터 및 
재생중인 음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LCD를 통해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음향 재생장치.

청구항 13 

청구항 7에 있어서, 외부의 통신기기와 접속되어 데이터의 수신이 진행되면 수신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에
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수신된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구하는 단계와;

수신된 데이터에 에러가 검출되지 않으면 데이터 송신 완료에 대한 플러그의 검출에 따라 수신된 데이터
를 자료 저장수단의 지정되는 어드레스 번지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
지 방식을 이용한 음향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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