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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소망의 순서로 입력가능한 기록매체에 기록된 복수의 메인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리스트에 기초한 재생과 함께, 사용자가 복수의 재생리스트를 관리하는 재생리스트 테이블에 기초하여 복수의 재생리스트

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재생 리스트 및 재생리스트 테이블을 생성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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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드라이브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접속예의 설명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판상메모리의 외부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 2a는 정면도, 도 2b는 측면도, 도 2c는 평면

도, 도 2d는 저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드라이브장치의 외관예로서 도 3a는 평면도, 도 3b는 상면도, 도 3c는 좌측면도, 도 3d는 저

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드라이브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판상메모리에 있어서의 디렉토리 구조의 설명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판상메모리에 있어서의 파일구조의 설명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판상메모리에 있어서의 파일구조의 설명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플레이 리스트 작성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재생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재생처리를 위한 접속예의 설명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카피시의 복제원 드라이브장치의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카피시의 복제원 드라이브장치의 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판상메모리 20,20a,20b. 드라이브장치

21. 표시부 22. 착탈기구

23. 헤드폰 출력단자 24. 라인출력단자

25. 마이크 입력단자 26. 라인입력단자

27. 디지털 입력단자 30. 조작부

31. 재생키 32. 정지키

33. REW키 34. FF키

35. 일시정지키 36. 기록키

37. 플레이 리스트 선택키 38. 플레이 리스트 편집키

41. CPU 42. 메모리 인터페이스

43. USB인터페이스 44. 리얼타임 블록

45. 표시 드라이브 48. 플래시 메모리

49. DSP 50.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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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소망의 순서로 삽입가능한 기록매체에 기록된 복수의 메인데이터를 재생하는 재생리스트

에 기초하여 재생을 행하고, 사용자가 복수의 재생리스트를 관리하는 재생리스트 테이블에 기초한 복수의 재생리스트로부

터 사용하는 재생리스트를 선택하기 위한 재생방법 및 장치와, 또한 재생리스트와 재생리스트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편

집방법 및 편집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플래쉬 메모리 등의 고정기억소자를 탑재한 소형의 기록매체를 형성하고, 전용 드라이브에 장착하거나 드라이브

장치를 오디오/비디오 기기, 정보기기 등에 장착하여 컴퓨터 데이터, 정지화상 데이터, 동화상 데이터, 음악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발되어 있다.

한편,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는 음악 데이터를 저장하는 콤팩트 디스크(CD)와 미니 디스크(MD)(상표) 등의 매체가 보급되

어 있으며, CD플레이어와 MD레코더/플레이어에 의해 기록 및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콤팩트 디스크(CD)와 미니 디스크(MD)(상표)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1곡에 대한 음악데이터를 1개

의 트랙으로서 기록한다. 또한, 그러한 매체상에서는 TOC(Table of Contents)라 불리우는 관리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

로, 각 트랙이 지정된 순서대로 순차 재생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 트랙에는 트랙번호가 할당되며, 상기 TOC에서는 각 트랙번호에 기록위치의 어드레스가 관리된다.

그리고, 재생장치(플레이어)에서는 TOC를 참조함으로써, 각 트랙번호가 트랙번호순으로 재생된다.

그런데, 사용자는 단순히 각 트랙을 트랙번호순으로 모든 트랙을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트랙(즉, 전체

의 트랙 또는 일부의 트랙)을 선호하는 순번으로 재생시킴으로써 음악 또는 다른 정보의 재생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와 같은 요망에 따라서 종래의 CD플레이어나 MD플레이어에서는 소위 프로그램 재생 및 트랙 무브라 불리우는 기능이 부

가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재생기능에서, 재생장치에 장착된 기록매체(CD 또는 MD)에 수록되어 있는 트랙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곡

순서를 지정하고, 그 지정되어 있는 곡의 순서로 재생이 행해진다.

또, MD시스템에서 실행된 트랙 무브기능에서, MD에 기록되어 있는 TOC에 트랙번호 자체가 변경(교체)된다. 예를 들면,

트랙(#1)∼트랙(#5)까지에 5트랙이 수록되어 있을 때에, 사용자가 5번째곡(트랙 #5)을 언제나 최초에 청취하고자 생각한

경우에는 TOC데이터를 고쳐쓰는 것으로, 이 5곡목을 트랙(#1), 즉 1번째곡으로 되도록 변경한다.

그리고, 재생시에는 트랙번호순으로 재생되므로, 트랙번호 자체를 사용자가 바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호하는

곡순으로 재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들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기록매체마다에 또 재생시마다에 선호하는 곡순으로 용이하게 설정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면, 상기 프로그램 재생의 경우는 사용자가 행한 곡순위 지정은 그 재생장치내의 메모리에 격납되고, 그 기억된 곡

순서에 기초하여 재생이 행해지게 되나, 그 프로그램 재생을 행한 후, 혹은 전원오프 후, 혹은 디스크를 배출한 후까지는

기억내용(곡순서)은 유지되지 않는다. 디스크가 교환되면 교환전의 곡순서 지정은 당연히 무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재생의 경우, 사용자는 재생을 행하기 위하여 곡순서 지정조작을 실행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 된다.

환언하면 프로그램 재생은 단순히 1회만 언제나 상이한 곡순으로 재생시키는 경우에 적합한 기능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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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트랙무브의 경우에는 일단 트랙무브가 행해지면 그 상태, 즉 트랙번호가 변경된 상태는 TOC갱신이라는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항상 변경된 곡순으로 재생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금후 항상 새로운 곡순으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좋지만, 1회만 상이한 곡순으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경우 등은 트랙무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즉, 프로그램 재생기능이나 트랙무브 기능은 각각에 대해서 이점은 있는 것이나, 각각 수록된 곡 등이 다른 각 기록매체마

다에 다양한 곡순서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재생시마다에 선호하는 곡순서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관련기술분야의 상기 문제점에 관하여, 본 발명은 복수의 메인데이터(main data)로 기록되는 기록영역과, 메인데이터의

기록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는 제 1관리영역과, 메인데이터의 원하는 재생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는

제 2관리영역을 갖는 기록매체로부터 원하는 재생순서로 메인데이터를 재생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방

법에 있어서,

제 1관리영역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영역에 기록되는 메인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와,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단계와,

선택된 메인데이터에 관련된 제 1관리영역에 관한 정보, 관련된 플레이리스트에 선택된 메인데이터의 재생순서를 등록하

고, 제 2관리영역에 관련된 플레이리스트 기입하기 위한 등록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복수의 메인데이터로 기록되는 기록영역과, 메인데이터의 기록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는 제 1

관리영역과, 메인데이터의 재생순서를 관리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지는 제 2관리영역을 갖는 기록매체로부터 원하는 재

생순서대로 데이터를 재생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장치에 있어서,

제 1관리영역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영역에서 기록되는 메인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과,

표시된 정보 중에서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조작되는 조작수단

과,

기록매체의 제 2관리영역에 편집된 플레이 리스트를 기입하는 기입수단과,

표시수단으로 표시되는 정보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메인데이터에 대한 지시를 조작수단에 의해 얻고, 제 1관리영역

에 관한 정보와 선택된 메인데이터의 재생순서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를 관련된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하고, 상기

기입수단의 사용에 의해 기록매체의 제 2관리영역에 상기 관련된 플레이 리스트를 기록하기 위하여 상기 제 1관리영역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영역에 기록되는 메인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표시수단으로 표시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장치를 제공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이 실시의 형태에서 기록매체로서 판상의 외부 형상

을 갖는 판상메모리와 이것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장치가 설명된다.

1. 시스템 접속 예

2. 판상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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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이브 장치의 구성

4. 판상메모리내의 파일구조

5. 플레이 리스트 작성처리

6. 재생처리

7. 복제처리

1. 시스템 접속 예

도 1에 본 예의 드라이브장치(20)에 대한 전형적인 시스템 접속을 나타낸다.

드라이브장치(20)는 판상메모리(1)를 장착하는 것으로, 그 판상메모리(1)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이나 재생을 행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음악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판상메모리(1)를 드라이브장치(20)에 장착한 경우에는 헤드폰(12)을 접속하고 음

악을 재생함으로써, 그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외부의 재생장치로서 cd플레이어(10)에 케이블(13)을 접속하는 것으로, cd플레이어(10)로부터의 재생오디오신호를

취입되고, 판상메모리(1)에 기록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USB(Universal Serial Bus) 케이블(14)에 의해 퍼스널 컴퓨터(11) 등의 정보기기와 접속하는 것으로, 퍼스

널 컴퓨터(11)에서 공급된 데이터가 판상메모리(1)에 기록된다든지 혹은 판상메모리(1)에서 재생된 데이터를 퍼스널 컴퓨

터(11)에 전송하는 것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시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폰을 접속하여 집음된 음성을 판상메모리(1)에 기록한다든지 혹은 MD레코더 등의 기록

기기를 접속하여 데이터를 공급하고, 그 기록기기에 있어서 장착되어 있는 기록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드라이브장치(20)는 각종 기기를 접속하는 것으로, 휴대에도 적절한 상태에서 기록/재생을 행한다든지 혹은 가

정이나 직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와 접속하여 시스템동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예를 들면 본 예의 드라이브장치(20)는 표시부를 갖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 판상메모리(1)에 기록되어 있

는 문서데이터, 화상데이터 등은 드라이브장치(20)에서 재생시킬 수 있다.

또한, 후술하는 본 예의 드라이브장치(20)의 구성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내장의 마이크로폰이나 스피커폰을 갖추

도록 하면 드라이브장치(20)에서 판상메모리(1)로부터의 음악, 음성, 동화상의 재생을 행한다든지 혹은 녹음을 행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2. 판상메모리

다음으로, 도 2a, 2b, 2c 및 2d에 의해 본 예에서 사용하는 기록매체인 판상메모리(1)의 외부형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판상메모리(1)는, 예를 들면 도 2a, 2b, 2c 및 2d에 나타낸 바와 같은 판상의 케이스체내부에 예를 들면 소정 용량의 메모

리소자를 갖춘다. 본 예로서는 이 메모리소자로서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는 것이다.

도 2a의 정면도, 도 2b의 측면도, 2c의 평면도 및 2d의 저면도로서 나타내는 케이스체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몰드에 의해

형성되고, 사이즈의 구체예로서는 도면에 나타낸 폭 W11, W12, W13의 각각이 W11=60mm, W12=20mm, W13=2.8mm

로 된다.

케이스체의 정면 하부에서부터 저면측까지, 예를 들면 9개의 전극을 가지는 단자부(2)가 형성되어 있고, 이 단자부(2)에서

내부의 메모리소자에 대한 독출 또는 기입동작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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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체의 평면방향의 좌상부에는 절결부(3)가 형성된다. 이 절결부(3)는 이 판상메모리(1)를, 예를 들면 드라이브장치

의 착탈기구에 장착할 때 등에 삽입방향을 오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케이스체 저면측에는 사용성의 향상을 위한 미끄럼 방지를 목적으로 한 요철부(4)가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저면측에는 기억내용의 오소거를 방지하는 목적의 슬라이드 스위치(5)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판상메모리(1)에 있어서는 플래시 메모리 용량으로서는 4MB(메가 바이트), 8MB, 32MB, 64MB, 128MB 중의

어떤 것으로서 규정된다.

또, 데이터 기록/재생을 위한 파일 시스템으로써 소위 FAT(File Allocation Table)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3. 드라이브 장치의 구성

계속하여 도 3a, 3b, 3c 3d 및 도 4에서 본 예의 드라이브장치(20)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3a, 도 3b, 도 3c, 도 3d는 드라이브장치(20)의 외관 예로서의 평면도, 상면도, 좌측면도, 저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판상메모리(1)는 도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 상면측에 형성되어 있는 착탈기구(22)에 대하여 장착된다.

이 드라이브장치(20)에는 평면상에 예를 들면 액정패널에 의한 표시부(21)가 형성되고, 재생된 화상이나 문자 혹은 재생

되는 음성, 음악에 부수하는 정보 또는 조작의 가이드 메시지 등이 표시된다.

또, 도 1에 나타낸 각종 기기와의 접속을 위하여 각종 단자 또는 잭(jack)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상면측에는 도 3b와 같이, 헤드폰 단자(23), 라인 출력단자(24)가 형성된다. 헤드폰 단자(23)에 도 1과 같이 헤

드폰(12)이 접속되는 것으로, 헤드폰(12)에 재생음성신호가 공급되고, 사용자는 재생음성을 청취할 수 있다.

또, 라인 출력단자(24)가 오디오 케이블로 외부기기에 접속하는 것으로, 외부기기에 대하여 재생음성신호를 공급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스피커 시스템을 오디오 엠프에 접속하여 판상메모리(1)에서 재생된 음악/음성을 청취할 수 있다든지 혹은

미니 디스크 레코더나 테이프 레코더를 접속하여 판상메모리(1)에서 재생된 음악/음성을 다른 매체에 녹음시키는 것 등도

가능하게 된다.

도 3c와 같이 예를 들면 드라이브장치(20)의 측면에는 마이크 입력단자(25), 라인 입력단자(26), 디지털 입력단자(27) 등

이 형성된다.

마이크를 마이크 입력단자(25)에 접속함으로써, 마이크로부터의 음성신호는 드라이브장치(20)에 입력될 수 있고, 예를 들

어 판상메모리(1)에 기록될 수 있다.

라인 입력단자(26)에 외부기기, 예를 들면 도 1과 같이 CD플레이어(10)를 접속함으로써, 외부기기에서 공급된 음성신호

를 취입하고, 예를 들면 판상메모리(1)에 기록하는 것 등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디지털 입력단자(27)에 의해 광케이블에서 송신하여 온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의 CD플레이어 등이 디지털신호 출력에 대응하는 기기이면, 광케이블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소위 디지털 더빙도 가능하게

된다.

또, 도 3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드라이브장치(20)의 저면측에는 USB 커넥터(28)이 형성되고, USB 대응 기기,

예를 들면 USB인터페이스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 등과의 사이에서 각종 통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들의 단자의 종류나 수는 어디까지나 일예이며, 다른 예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케이블 대응의 디지털 출력

단자를 갖추도록 한다든지 혹은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커넥터, 시리얼 포트, RS232C 커넥터, IEEE커

넥터 등이 형성되도록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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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자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지만, tkd기의 헤드폰 단자(23)와 라인입력단자(24)를 1개의

단자로서 공용한다든지 혹은 그것에 또한 디지털 출력단자를 공용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 입력단자(25), 라인입력단자(26), 디지털 입력단자(27)를 1개의 단자로서 공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드라이브장치(20)상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조작자로서, 예를 들면 재생키(31), 정지키(32), REW(및 AMS(automatic

music search))키(33)(조려/두출), FF(및 AMS)키(34)(조송/두출), 일시 정지키(35), 기록키(36) 등이 설치된다.

이들의 조작키는 특히 음성/음악데이터나 동화상 데이터의 기록재생조작에 적합한 것이지만, 물론 일예일 뿐이다. 예를 들

면, 이것 이외에 커서 이동키나 숫자키, 조작 다이얼(조그 다이얼) 등의 조작자가 설치되어도 좋다.

또, 본 예의 경우, 후술하는 플레이 리스트에 관한 조작을 위하여, 플레이 리스트 선택키(37), 플레이 리스트 편집키(38)가

설치된다. 이들의 조작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 전원 온/오프키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재생키(31)를 전원온 키로서 겸용할 수 있고, 또 정지키(32)

의 조작 후, 소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원오프로 하는 등의 처리를 행하도록 회로를 설계하는 것으로, 전원키는 불필요할 수

있다. 물론, 전원키를 설치하여도 좋다.

설치되는 조작키의 수나 종류는 다양하게 고려되지만, 본 예에서는 도 3a에 표시되는 조작키만으로, 후술하는 플레이 리스

트의 기입/선택을 포함하는 기록/재생을 위한 조작 및 플레이 리스트의 카피를 위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키수의 삭감 및

그것에 의한 장치의 소형화, 낮은 비용화를 실현하게 된다.

도 4는 드라이브장치(20)의 내부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드라이브장치(20)가 판상메모리(1)에 대한 기입이나 독출의 대상으로서 보급할 수 있는 메인 데이터의 종류는 다

양하며, 예를 들면 동화상 데이터, 정지화상 데이터, 음성데이터(보이스 데이터), 컴팩트 디스크(CD) 및 ROM의 음악데이

터, 제어용 데이터 등이 있다.

CPU(41)는 드라이브장치(20)의 중앙처리부로 되며, 이하 설명하는 각 부의 동작제어를 행한다.

또, CPU(41) 내부에는, 예를 들면 동작 프로그램이나 각종 상수를 기억한 ROM(41a) 및 실행영역으로서 RAM(41b)이 설

치되어 있다.

또, 조작부(30)로는 상술한 각종 조작자(31∼38)에 해당하고, CPU(41)는 조작부(30)로부터의 조작입력정보에 따라서 동

작 프로그램에서 규정되는 제어동작을 실행한다.

더욱이, 플레시 메모리(48)이 설치되어 있고, CPU(41)는 플래시 메모리(48)에 음악기록모드, 재생볼륨, 표시모드 등, 각

종 동작에 관한 시스템 설정정보 등을 기억시킬 수 있다.

리얼타임 클락(44)은 소위 시계부이며, 현재 일시를 계수한다. CPU(41)는 리얼타임 클락(44)으로부터 현재 일시를 확인

할 수 있다.

USB인터페이스(43)는 USB커넥터(28)에 접속된 외부기기와 사이의 통신인터페이스이다. CPU(41)는 USB인터페이스

(43)를 통하여 외부의 퍼스널 컴퓨터 등과 사이에서 데이터통신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데이터, 컴퓨터 데이터, 화

상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의 송수신이 실행된다.

또, 전원부로서는 레귤레이터(46) 및 DC/DC변환기(47)가 사용된다. CPU(41)는 전원온으로 할 때에, 레귤레이터(46)에

대하여 전원온의 지시를 행한다. 레귤레이터(46)는 지시에 따라서 배터리(건전지 또는 충전지)로부터의 전원공급을 개시

한다. 배터리로부터의 전원공급전압은 DC/DC변환기(47)에 있어서 소요의 전압값으로 변환되고, 동작전원전압(Vcc)로서

각 블록에 공급된다.

또한, 예를 들면 AC어뎁터단자 등을 형성하고, 외부 상용전원으로부터의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도 좋다.

등록특허 10-0626856

- 7 -



착탈기구(22)에 판상메모리(1)가 장착됨으로써 CPU(41)는 메모리 인터페이스(42)를 통하여 판상메모리(1)에 대한 액세

스가 가능하게 되며, 각종 데이터의 기록/재생/편집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또, CPU(41)는 표시 드라이브(45)를 제어하는 것으로, 표시부(21)에 대하여 소요의 화상을 표시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조작을 위한 메뉴 및 가이드 표시 혹은 판상메모리(1)에 기억된 파일내용 등의 표시가 실행된다. 또, 예를 들면

판상메모리(1)에 동화상 혹은 정지화상의 화상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 화상데이터를 독출하여 표시부(108)에 표시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예에서는 오디오신호, 음악신호,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위하여 디지털 입력단자(27), 마이크 입력단

자(25), 라인 입력단자(26), 헤드폰 단자(23), 라인 출력단자(24)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의 단자에 대한 오디오 신호처리계로서, SAM(Securty Application Module: 암호화/실행처리부)(50), DSP(Digital

Signal Processer), 아날로그→디지털/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54)(이하, ADDA변환부라 한다), 파워 엠프(56), 마이크

엠프(53), 광입력 모듈(51), 디지털 입력부(52)가 설치된다.

SAM(50)은 CPU(41)와 DSP(49)사이에서 데이터의 암호화 및 실행을 행하는 동시에 CPU(41)와의 사이에서 암호키의 교

환을 행한다.

DSP(49)는 CPU(41)의 명령에 기초하여 오디오 데이터의 압축/신장처리를 행한다.

디지털 입력부(52)는 광입력 모듈에 의해 취입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입력 인터페이스처리를 행한다.

ADDA변환부(54)는 오디오신호에 관하여 A/D변환 및 D/A변환을 행한다.

상기 블럭에서 다음과 같은 오디오신호의 입출력이 행해진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서 외부기기에서 광케이블을 통하여 디지털 입력단자(27)에 공급된 신호는 광입력 모듈(51)에 의

해 광전변환되어서 취입되고, 디지털 입력부(52)에서 송신포맷에 따른 수신신호처리가 행해진다. 그리고, 수신된 신호로

부터 추출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DSP(49)에서 압축처리되고, SAM(50)에서 암호화처리되어서 CPU(41)에 공급되고,

예를 들면 판상메모리(1)의 기록데이터로 된다.

마이크 입력단자(25)에 마이크로폰이 접속된 경우는 그 입력음성신호는 마이크 엠프(53)에서 증폭된 후, ADDA변환부

(54)에서 A/D변환되고,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서 DSP(49)에 공급된다. 그리고, DSP(49)에서의 압축처리, SAM(50)에서

의 암호화처리를 통하여 데이터는 CPU(41)에 공급되고, 예를 들면 판상메모리(1)의 기록데이터로 된다.

또, 라인입력단자(26)에 접속된 외부기기로부터의 입력음성신호는 ADDA변환부(54)에서 A/D변환되고, 그 출력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서 DSP(49)에 공급된다. 그리고, DSP(49)에서의 압축처리, SAM(50)에서의 암호화 처리를 통하여 데이

터는 CPU(41)에 공급되고, 예를 들면 판상메모리(1)로의 기록데이터로 된다.

한편, 예를 들면 판상메모리(1)에서 독출된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할 때, CPU(41)는 그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SAM(50)

에서 전개처리, DSP(49)에서 신장처리를 실행한다. 이들의 처리를 마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ADDA변환부(54)에서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서 파워 엠프(56)에 공급된다.

파워 엠프(56)에서는 헤드폰용의 증폭처리 및 라인출력용의 증폭처리를 행하고, 각각 헤드폰 단자(23), 라인출력단자(24)

에 공급된다.

또한, 이 도 4에 나타낸 드라이브장치(20)의 구성은 어디까지나 일예이며,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판상메모리

(1)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기입/독출이 가능한 구성을 채택한 한은 어떠한 타입의 기록재생장치도 상관없는 것이다.

또, 본 발명으로서는 기록기능만을 갖춘 기록장치, 재생기능만을 갖춘 재생장치로서도 실현될 수 있다.

4. 판상메모리내의 파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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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판상메모리(1)에 기억되는 파일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디렉토리 구성예를 도 5에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판상메모리(1)에서 처리될 수 있는 메인데이터로서는 동화상 데이터, 정지화상 데이터, 음성데이터(보

이스 데이터), 음악 데이터, 제어용 데이터 등이 있지만, 이를 위한 디렉토리 구조로서는 루트 디렉토리에서 VOICE(보이

스용 디렉토리), DCIM(정지화상용 디렉토리), MOxxxxnn(동화상 디렉토리), AVCTL(제어용 디렉토리), HIFI(음악용 디

렉토리)가 배치된다.

본 예에서는 음악데이터의 파일을 예로 하여 후술하는 플레이 리스트의 설명을 행하기 위하여, 음악용 디렉토리(HIFI)의

서브디렉토리를 나타내고 있다.

디렉토리(HIFI)의 서브디렉토리로서는 도시하는 바와 같이 트랙 리스트(TRKLIST), 오디오 데이터파일((A2D00001),

(A2D00002), …),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TBPLIST), 플레이 리스트(PLIST1, PLIST2) 등이 형성된다.

또한, 이들의 서브디렉토리명(폴더명, 파일명)(A2D00001)(PLIST1) 등이나 파일의 종류는 설명상 임시로 설정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트랙리스트(TRKLIST)는 오디오 데이터파일 등의 관리정보이며, CD나 MD에서의 소위 TOC에 해당하는 정보이다(이하,

이 트랙리스트를 TOC라 한다).

즉, 판상메모리(1)내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파일(트랙)의 부분, 명칭이나 어드레스 포인터 등이 기술되어 있고, 따라서 드

라이브장치(20)에서 이 TOC를 참조하는 것으로, 오디오 데이터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파일(트랙)의 수나

각 곡명과 같은 정보와 재생할 때의 액세스위치 등을 알 수 있다.

각 오디오 데이터파일은 TOC에서 트랙번호(악곡 번호)가 부가된 상태에서 관리되는 것으로써, 이 트랙번호는 통상의 재

생시의 곡재생순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트랙으로 구성된 오디오 데이터파일은 1개의 악곡에 대해 하나의 파일을 가지며, 이 각 트랙이 상기 TOC에 있어서

트랙번호순(TRK1, TRK2 … )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또한, 본 예의 시스템에서는 트랙으로서 기록되는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DSP(49)에서 ATRAC2방식의 압축이 시행된 데이터이다.

상기 TOC 및 트랙으로 기록된 디렉토리 구성에서, 본 시스템에서는 트랙의 기록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또한 상기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 플레이 리스트가 기록되는 것으로, 다양한 곡순으로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플

레이 리스트 테이블, 플레이 리스트에 관한 실제의 처리에 대해서는 후술하지만,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은 기록된 1 또는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테이블정보로 된다. 또, 플레이 리스트는 트랙의 곡순서를 기술한 데이터파일이다.

또한, 이 도 5와 같은 디렉토리 구성은 일예일 뿐이며, 예를 들면 서브디렉토리하에 또한 폴더 등이 형성되는 경우 등도 있

으며, 또 부가정보파일 등, 예를 들면 트랙에 부수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 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도 6에, 판상메모리(1)내에 기록되는 파일예를 나타낸다.

이 도의 예에서는 판상메모리(1)의 상기 디렉토리 구조에서 5개의 트랙, 즉 5개의 곡이 각각 트랙(TRK1∼TRK5)에 기록

되어 있다. 이들 트랙(TRK1∼TRK5)은 각각 TOC포인터(PTK1∼PTK5)에 의해 나타낸 모델형 포맷이다. 즉, 트랙

(TRK1∼TRK5)은 TOC에 의해 관리되는 상태에서 기록된다. 또한, TOC에 있어서는 각 트랙에 대해서 상술한 포인터뿐

만 아니라 곡명과 그 외의 정보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 도 6과 같은 기록상태에 있어서, 드라이브장치(20)에서 재생할 때 TOC에 의해 관리되는 곡순서, 즉 트랙번

호순으로 각 트랙을 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특별한 트랙번호가 지시되지 않은 재생의 경우에는 우선 트

랙(TRK1)을 재생하고, 트랙(TRK1)이 끝나면 계속하여 트랙(TRK2)을 재생한다. 그리고, 그 순서로 재생을 행하고, 트랙

(TRK5)의 재생이 종료한 시점에서 일련의 재생동작을 종료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626856

- 9 -



다음으로, 도 7은 도 6의 상태에서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 및 2개의 플레이 리스트(PL1, PL2)가 부가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에서 플레이 리스트(PL1,PL2)는 각각 예를 들면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플레이스 명칭(PL1, PL2)와

함께 포인터(PPL1, PPL2)에 의해 표시되어 있다. 판상메모리에서 플레이 리스트 이름(PL1), (PL2)이 기록된 위치는 예

를 들면, 포인터(PPL1), (PPL2)에 의해 기록된다. 즉,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에 의해 관리된 상태에서 플레이 리스트(PL1,

PL2)가 기록된다.

그리고, 플레이 리스트(PL1, PL2)에서는 엔트리 번호순으로 트랙을 지정하여 두고, 예를 들면 플레이 리스트(PL1)에는

트랙(TRK3, TRK4, TRK1)의 곡순서가 등록되어 있다.

판상메모리(1)에 기록되는 선택된 플레이 리스트의 위치가 플레이 리스트로부터 포인터로서 얻어진 후, 드라이브장치(20)

에서 사용자가 어떤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하여 재생조작을 행한 경우에는 그 포인터에 근거하여 얻어진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곡순으로 재생동작을 실행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 리스트(PL1)가 선택되면, 드라이브장치(20)의 CPU(41)

는 트랙(TRKS, TRK4) 곡순서로 재생동작을 제어한다.

즉, 이 경우에 우선 플레이 리스트(PL1)의 엔트리 번호가 트랙(TRK3)임을 확인한 후, CPU(41)는 TOC로부터 트랙

(TRK3)의 포인터(PTK3)를 체크하고, 트랙(TRK3)에 엑세스하여 재생을 행한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랙(TRK4)의 엔

트리번호(2)에 대해서 재생을 행하고, 또한 엔트리번호(3)의 트랙(TRK1)에 대해서 재생을 행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플레이 리스트에 의한 곡순으로 재생을 실행하는 경우, 엔트리번호에 등록된 트랙에 대해서 TOC를 참조하여 엑세스

를 행하는 것이 되지만, 예를 들면 플레이 리스트내에 트랙의 포인터를 등록하는 것으로, TOC의 참조를 행하지 않아도 재

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플레이 리스트는 TOC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5. 플레이 리스트 작성처리

이와 같이 플레이 리스트에 기초한 곡순서로 재생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레이 리스트의 기록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플레이 리스트 작성조작을 행하여 원하는 곡순서로 지정된 플레이 리스트 기록을 드라이브장치(20)에

실행시키는 것이다.

도 8은 이 플레이 리스트 작성을 위한 CPU(41)의 처리를 나타내고 있다.

플레이 리스트작성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우선 플레이 리스트 편집키(38)를 누른다.

CPU(41)가 플레이 리스트 편집키(38)의 조작을 검출하면, 플레이 리스트 작성모드로 전환되고, 처리는 도 8의 스텝

(F101)에서 스텝(F102)으로 진행한다.

스텝(F102)에서는 CPU(41)는 메모리 인터페이스(42)를 통하여 판상메모리(1)에 대하여 엑세스를 행하고, TOC를 독출

(장착)하고 그 TOC정보를 RAM(41b)에 전개한다.

스텝(F103)에서는 변수(n)를 1에 세트한다.

다음에, 스텝(F104)에서는 TOC정보 및 사용자에 의한 트랙선택을 요구하는 화면표시를 표시부(21)에 나타낸다.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트랙번호 및 곡명을 TOC정보로서 표시부(21)의 리스트에 표시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순서로 트랙

번호의 화면표시가 또한 실행된다.

스텝(F105, F106, F107)에서 사용자의 조작에 대해서 대기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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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예를 들면 FF키(34), REW키(33)를 조작하는 것으로 원하는 트랙번호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재생키(31)로 선택

결정조작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가 등록하는 모든 트랙에 대하여 입력종료를 지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플

레이 리스트 편집키(38)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지키(32)는 취소조작키의 기능을 또한 갖는다.

물론, 트랙선택/취소, 입력종료를 위한 사용자의 조작에 사용하는 키로서 다른 조작키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전용의

조작키를 설치하여도 좋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도 8 ∼ 도 12의 처리에 관해서는 도 3에 나타낸 사용자 조작키를 이

용하는 예를 기술하였지만, 이후에는 각각의 조작에서 어떠한 키를 사용하는가 또는 어떠한 키를 준비하는가는 실제의 드

라이브장치가 사용되는 설계사황에 따라서 설정되는 것을 기술한다.

사용자가 취소조작을 행한 경우는 스텝(F105)에서 처리를 중지한다.

사용자가 FF키(34), REW키(33) 또는 선택된 트랙번호로 선택하고 재생키(31)로 선택을 설정한 후에, CPU(41)는 스텝

(F106)에서 스텝(F107)으로 진행하고, 엔트리번호(n)를 선택된 트랙번호로서 기억한다.

다음으로, 스텝(F108)에서 변수 n=1로 판단된 경우, 즉 제 1곡의 엔트리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한 후의 시점에서, 새로운

플레이 리스트를 수반하여, 포인터가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 상에 설정된다. 즉, 현재 작성하고 있는 플레이 리스트에 대하

여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에 등록하는 관리정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 시점에서 판상메모리(1)에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즉, 그 시점에서 플레이 리스트가 1개도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의 기입 플레이 리스트로서의 데이터도 작성하는 것이다.

스텝(F110)에서는 변수(n)를 증가시켜 스텝(F104)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표시면상에서 사용자에게 다음의 트랙번호의 입

력을 구한다.

이 스텝(F104)∼스텝(F110)의 처리에 의해 사용자가 1이상의 트랙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그 트랙번호가 엔

트리번호순으로 기억 된다.

1이상의 트랙번호가 입력되고 사용자가 선택을 완료한 시점에서, 다시말해서 트랙번호 엔트리를 종료하는 조작을 행한 경

우에는 처리는 스텝(F111)에서 스텝(F112)으로 진행하고, CPU(41)는 계속하여 현재 작성되는 플레이 리스트의 명칭의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표시를 실행시키는 동시에 사용자의 입력문자를 입력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FF키(34), REW키(33)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선택한 후에 재생키(31)를 조작하는 것으로, 그 문자의

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PU(41)는 FF키(34), REW키(33)의 사용자 조작에 따라서 표시상에서 커서상의 문자

를 변경시켜 두고, 재생키(31)가 조작된 시점에서 그 문자를 확정하고 RAM(41b)에 입력 한다.

이와 같은 조작/처리에 따라서 1문자씩 문자가 선택되고 있고, 명칭을 이루는 문자열의 엔트리가 완료한 시점에서 사용자

는 엔트리 처리를 종료할 수 있다.

문자입력에 대해서 입력완료되면 처리는 스텝(F113)에서 스텝(F114)으로 진행하고, RAM(41b)상에서 플레이 리스트로

서의 데이터를 작성한다. 즉, 엔트리번호순으로 기억되어 있는 트랙번호에 기초하여 파일 데이터로서의 플레이 리스트를

생성한다.

그리고, 스텝(F115)에서 플레이 리스트로서의 파일을 메모리 인터페이스(42)를 통하여 판상메모리(1)에 기입하는 동시에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의 갱신을 행한다. 그 시점에서 판상메모리(1)에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로서의 데이터파일 자체가 작성되고, 기입이 그 데이터파일에서 수행된다.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의

갱신은 스텝(F109)에서 설정한 포인터 및 사용자가 입력한 명칭데이터를 새로운 플레이 리스트에 대한 관리정보로서 기

입하는 처리이다.

상기 기술된 처리에 의해, 예를 들면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판상메모리(1)내에 플레이 리스트가 기록 된다.

플레이 리스트는(PL1, PL2)는 이 플레이 리스트 작성처리를 두 번 실행함으로서 기록될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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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생처리

다음으로, 드라이브장치(20)의 트랙으로서 판상메모리(1)에 수록되어 있는 악곡(트랙)을 재생시키는 경우의 CPU(41)의

처리를 도 9에서 설명한다.

사용자가 재생키(31)를 누르는 것으로, CPU(41)는 재생동작처리를 개시하는 것이지만, 통상은 CPU(41)는 TOC에서 관

리된 트랙번호순으로 각 트랙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미리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한 후 재생조작을 행할 때, CPU(41)는 그 선택된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된 곡

순으로 각 트랙을 재생시키는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동작정지중에는 CPU(41)는 재생에 관한 조작으로서 스텝(F201) 및 스텝(F202)에서 재생키(31) 및 플레이 리스트 선택키

(37)를 감시한다.

사용자는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플레이 리스트 선택키(37)를 누른다. 그러면, CPU(41)의 처리는 스텝(F202)

에서 스텝(F203)으로 진행하고, 플레이리스트 선택모드로 전환한다. 도 9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도 6에 나타낸 것처럼 플

레이리스트가 장착되는 판상메모리(1)에 존재하지 않으면 플레이리스트 선택기(37)는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스텝(F203)에서는 인터페이스(42)를 통하여 판상메모리(1)에 대하여 엑세스를 행하고,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 및 플레이

리스트를 독출하여 그 정보를 RAM(41b)에 전개한다.

계속하여, 스텝(F204)에서는 플레이 리스트정보 및 사용자의 플레이 리스트 선택을 요구하는 화면표시를 표시부(21)에 실

행시킨다.

예를 들면, 플레이 리스트 정보로서 표시부(21)는 기록되어 있는 플레이 리스트의 명칭을 일람 표시시키는 동시에 사용자

가 어느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화면표시를 행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텝(F205), 스텝(F206)에서 사용자의 조작을 대기한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 FF키(34), REW키(33)를 조작하는 것으로 임의의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하고, 재생키(31)에서 선택결

정조작을 행한다. 또한 사용자는 정지키(32)를 취소키로서 사용한다.

사용자가 취소조작을 행한 경우에는 스텝(F205)에서 플레이 리스트 선택처리를 중지하여 스텝(F201), 스텝(F202)의 감

시처리로 되돌아간다.

사용자가 FF키(34), REW키(33)를 사용하거나 플레이 리스트로부터 선택한 후 재생키(31)를 사용, 즉 선택결정조작을 행

한 경우에는 CPU(41)는 스텝(F206)에서 스텝(F207)으로 진행하고, 선택결정된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시에 사용하는 플레

이 리스트로서 설정한다. 예를 들면, RAM(41b) 또는 플래시 메모리(48)에 선택된 플레이 리스트의 명칭(파일명)을 기억

한다. 그리고, 스텝(F201), 스텝(F202)의 감시처리로 되돌아간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플레이 리스트 중에서 어느 1개의 플레이 리스트가 선택된다.

스텝(F201), 스텝(F202)의 감시처리에 있어서, 사용자가 재생키(31)를 조작한 것을 검출하면 처리는 스텝(F208)으로 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술의 플레이 리스트 선택처리가 이미 행해졌거나 그 선택된 플레이 리스트가 결정되어

있는가 아닌가 즉, 스텝(F207)의 처리가 실행 완료인가 아닌가를 판별한다.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플레이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F209)으로 되돌아가고, TOC를 독출

(장착)하고, 곡순서를 그 TOC상의 트랙번호의 순서로서 설정한다. 즉, 트랙번호가 그대로 곡순서로서의 엔트리번호로 사

용 된다.

한편, 스텝(F207)의 처리에 의해 어느 플레이 리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텝(F210)으로 진행하고,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참조하여 그 플레이 리스트를 독출하고, 곡순서를 그 플레이 리스트상에서 엔트리된 트랙번호의 순서로서 설정

한다. 또, 재생동작에 필요한 TOC도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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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F209) 또는 스텝(F210)의 처리를 끝마치면 스텝(F211)에서 변수(n)를 1에 세트하고, 스텝(F212)에서 실제의 트랙

의 재생을 개시한다.

여기에서는 엔트리번호(n)의 트랙을 독출하고, 그 재생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다. 이 출력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각

블록의 처리를 받고, 헤드폰 단자(23), 라인아웃단자(24), USB단자(28) 등을 거쳐서 행해진다.

트랙재생시에 CPU(41)는 표시부(21)에 트랙번호, 곡명, 곡의 연주진행시간 등의 시간정보, 부수정보 등을 표시한다.

트랙 재생중에 스텝(F213), 스텝(F214)에서 사용자의 정지조작, 트랙의 재생종료를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재생중의 트랙에 대해서 재생이 종료하면 스텝(F214)에서 스텝(F215)으로 진행하여 현재의 엔트리번호(n)

가 최후의 번호인가 아닌가, 즉 필요한 모든 트랙에 대해서 재생을 종료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만약 종료하고 있지 않

으면, 스텝(F216)에서 변수(n)가 증가되어 스텝(F212)으로 되돌아간다. 즉, 다음의 엔트리번호의 트랙을 재생시키게 된

다.

이와 같은 재생시에, 사용자가 정지키(32)를 조작한 경우, 혹은 필요한 전체 트랙의 재생을 완료한 시점에서 스텝(F213)

또는 스텝(F215)에서 스텝(F217)으로 진행하고,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처리로서 판상메모리(1)로부터의 독출(장착), SAM

(50)에서의 전개처리, DSP(49)에서의 신장처리, ADDA변환부에서의 D/A변환처리 등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동작이 종료

되는 것과 함께 재생을 수반하는 표시부(21)상에 실행된 표시가 또한 종료된다.

즉, 이와 같은 처리에서 또는 어느 플레이 리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된 곡순서로 재생이

진행한다. 예를 들면, 도 7에 나타낸 것처럼 플레이 리스트(PL1)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번호(1)가 트랙(TRK3)

, 엔트리번호(2)가 트랙(TRK4), 엔트리번호(3)가 트랙(TRK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TRK3), 트랙(TRK4), 트랙

(TRK1)은 각각 순서대로 재생되는 것이다. 그리고, 트랙(TRK1)의 재생이 종료한 시점에서, 그 엔트리번호(3)는 최후의

엔트리번호이기 때문에, 스텝(F215)에서 스텝(F217)으로 진행하여 재생이 종료되는 것이다.

한편, 플레이 리스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플레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엔트리번호는 트랙번호에

일치하기 때문에, 도 6, 도 7과 같이 트랙(TRK1∼TRK5)이 수록되어 있으면, 트랙(TRK1), 트랙(TRK2), 트랙(TRK3), 트

랙(TRK4), 트랙(TRK5)이 각각 순서대로 재생되고, 그 재생의 완료에 의해 재생동작이 종료된다.

이상과 같은 플레이 리스트의 작성처리 및 재생처리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장착된 판상메모리(1)에 기록되어 있는 트

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서 재생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생성한 플레이 리스트를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또

재생시에는 장착된 판상메모리(1)에 기록되어 있는 1 또는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 중에서 1개의 플레이 리스트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플레이 리스트에 기초한 순서대로 1 또는 복수의 트랙을 순차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선호하는 재생순서 또는 곡순서를 플레이 리스트로서 판상메모리(1)에 기록시켜 두면, 재생시에는 그 판

상메모리(1)의 TOC에 기초한 통상의 재생순서이외에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선택된 플레이 리스트에 기록

하여 둔 곡순서로 재생을 실행시킬 수 있다. 즉, 판상메모리(1)의 개체마다에 다양한 재생 곡순서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동시에 재생시에는 단순히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하는 조작만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재생순서로 트랙의 재생을 즐길 수 있

다.

또, 청취하고자 하는 곡만을 선택한 곡순서를 등록하기 때문에 수록된 트랙중에서 사용자가 선호나 기분에 따른 다양한 재

생을 용이하게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와 같은 플레이 리스트의 기록 및 플레이 리스트에 기초한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판상메모리(1)에 기록되어 있

는 다수의 트랙을 사용자가 상당히 취급하기 쉽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트랙수가 매우 많은 경우 등은 TOC에 의한 트랙번호 순서만으로는 청취하고자 하는 곡을 탐색하는 것이 귀찮

은 것이지만, 처음에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에 있어서 트랙을 분류하여 등록하여 두는 것으로, 소망의 곡을 추출하기 쉽게

할 수도 있다. 일예로서, 예를 들면 다양한 음악 장르가 1개의 판상메모리(1)에 기록된 경우에 어느 플레이 리스트(PL1)에

서는 예를 들면 클래식 곡만을 소망의 곡순서로 등록하고, 다른 플레이 리스트(PL2)에서는 예를 들어 재즈음악만을 소망

의 곡순서로 등록하여 두고, 또한 다른 플레이 리스트(PL3)에서는 록음악만을 소망의 곡순서로 등록하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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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등록이 실행되고 사용자가 재즈장르로 분류된 곡을 청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우선 플레이리스트(PL2)가 선택되

고, 도 9의 재생동작으로 재생이 실행된다.

그러면, 재즈의 곡만이 순번으로 재생되는 것이다. 또, 그 재즈 곡 중에서 특정의 곡만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는 그 플레이 리스트(PL2)에 기초한 재생의 도중에서 FF키 조작 등으로 곡을 보내는 것으로, 간단하고 또 신속하게 목적

의 곡의 재생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장르별 뿐만 아니라 CD 등의 음악앨범 또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티스트별로 분류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복수의 음악앨범에서 더빙한 다수의 트랙을 1개의 판상메모리(1)에 기록한 경우, 앨범별로 플레이 리스트를 등록

하여 두면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하여 재생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그 목적의 앨범의 재생만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같이, 플레이 리스트는 단순히 곡순서의 설정뿐만 아니라 판상메모리(1)에 등록된 트랙 중 순서를 정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7. 복제처리

또한, 본 예의 시스템에서는 어느 판상메모리(1)에 기록된 플레이 리스트를 다른 판상메모리(1)에 복제(카피)하는 것도 가

능하게 된다. 이하, 이 복제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를 들면,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판상메모리(1A, 1B)를 장착한 2개의 드라이브장치(20A, 20B)를 USB커넥터

(14)에 의해 접속한다. 이것에 관하여, 드라이브장치(20A)에 장착된 판상메모리(1A)는 카피소스(copy cource)로 하고,

드라이브장치(20B)에 장착된 판상메모리(1B)는 트랙테이터로서 뿐만 아니라 플레이 리스트의 카피를 허가하는 접속구성

에서의 카피처로 한다.

예를 들면, 판상메모리(1A)에 1 또는 복수의 트랙과 1 또는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에는 어느 플레

이 리스트와 그 플레이 리스트에 엔트리되어 있는 트랙을 판상메모리(1B)측에 카피하는 것으로, 판상메모리(1B)를 사용

한 재생동작에서는 판상메모리(1A)측에서 등록된 플레이 리스트에 의한 재생과 마찬가지의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카피동작에 관하여 도 11은 카피원인 드라이브장치(20A)에 대한 CPU(41)의 처리흐름, 도 12는 카피처인 드라

이브장치(20B)에 대한 CPU(41)의 처리흐름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카피를 행할 때에는 사용자는 도 10과 같이 각각 판상메모리(1A, 1B)를 장착한 드라이브장치(20A, 20B)를 접속한 후, 드

라이브장치(20A)측에 있어서 카피모드조작을 행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 리스트 편집키(38)를 신장(예를 들면, 2초정도

이상, 계속하여 누른다)하는 조작을 행한다.

드라이브장치(20A)의 CPU(41)는 카피모드조작을 검출하면 카피모드로 이행하고, 처리를 도 11의 스텝(F301)에서 스텝

(F302)으로 진행한다.

이 스텝(F302)에서는 CPU(41)는 메모리 인터페이스(42)를 통하여 판상메모리(1A)에 대하여 엑세스를 행하고, TOC, 플

레이 리스트,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독출하여 그들의 정보를 RAM(41b)에 전개한다.

다음으로, 스텝(F303)에서는 사용자에게 카피할 플레이 리스트의 선택을 요구하는 화면표시를 표시부(21)에 표시시킨다.

예를 들면, 표시부(21)에 기록되어 있는 플레이 리스트의 명칭을 일람 표시시키는 동시에 사용자가 어느 1개의 플레이 리

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표시를 행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텝(F304), 스텝(F305)에서 사용자의 조작을 대기한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 FF키(34), REW키(33)를 조작하는 것으로 임의의 플레이 리스트를 선택하고, 재생키(31)에서 선택결

정조작을 행한다. 사용자는 또한 카피동작을 중지시키는 취소조작을 행한다.

사용자가 취소조작을 행한 경우에는 스텝(F304)에서 처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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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FF키(34), REW키(33)로 어느 트랙번호를 선택하고, 재생키(31)로 선택결정조작을 행한 경우에는 CPU(41)는

스텝(F305)에서 스텝(F306)으로 진행하고, 선택결정된 플레이 리스트에 대한 카피데이터, 즉 드라이브장치(20B)측에 송

신하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스텝(F307)에서는 카피데이터, 즉 선택된 플레이 리스트의 내용을 표시부(21)에 의해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카

피실행의 확인을 구한다. 예를 들면, 그 선택된 플레이 리스트에 엔트리되어 있는 트랙번호나 곡명을 표시하고, 사용자에

게 그 내용에 있어서의 카피의 실행의 가부를 확인한다.

만약, 사용자가 플레이 리스트의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취소조작을 행하는 것으로 처리는 종료되고, 그 경

우에는 다시 도 11의 처리를 다시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사용자가 카피내용을 확인하여 카피 OK의 조작을 행하면 처리를 스텝(F309)에서 스텝(F310)으로 진행하고, 실제의

카피동작을 개시한다.

또한, 이하의 통신동작은 USB인터페이스(43)를 통하여 행해진다.

우선, 스텝(F309)에서는 드라이브장치(20B)의 카피처에 대하여 카피데이터의 전송을 개시하는 뜻의 통지를 행한다. 드라

이브장치(20B)의 카피처에서는 이와 같은 전송개시의 통지가 스텝(F401)에서 검출되면 처리를 스텝(F402)으로 진행하

고, 카피동작, 즉 수신 및 기입처리를 위한 준비처리를 행한다.

비록, 플로우차트의 순서로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판상메모리(1B)가 기입불능상태에 있다든지 수신동작이나 기입동작

에 관하여 어떠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드라이브장치(20A)에 에러통지를 보내고, 카피동작을 에러종료하는 것이다.

드라이브장치(20B)에 있어서 카피준비처리가 완료되면 드라이브장치(20B)의 CPU(41)는 스텝(F403)에서 드라이브장치

(20A)에 대하여 준비 OK의 통지를 행한다.

드라이브장치(20A)의 카피원에서는 도 11의 스텝(F301)의 통지 후, 스텝(F311)에서 준비 OK통지를 대기하고, 준비 OK

통지가 수신되면 처리를 스텝(F312)으로 진행하고, 카피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의 전송을 개시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카

피데이터는 카피되는 플레이 리스트 데이터이며, 또 오디오 데이터는 그 플레이 리스트에 엔트리되어 있는 1 또는 복수의

트랙의 데이터이다.

스텝(F312)의 전송이 개시되면 드라이브장치(20B)측에서는 처리를 도 12의 스텝(F404)에서 스텝(F405)으로 진행하고,

전송되어 온 카피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의 수신처리 및 판상메모리(1B)로의 데이터 기입처리를 실행한다.

드라이브장치(20A)에서는 이 스텝(F312)의 처리를 카피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의 전송완료까지 실행한다. 그리고, 전송

을 완료하면 스텝(F314)에서 카피완료 통지를 대기한다.

드라이브장치(20B)에서는 스텝(F405)의 처리를 전송되어 온 카피데이터 및 필요한 오디오 데이터의 수신 및 판상메모리

(1B)로의 기입이 완료할 때까지 실행한다.

또, 전송되어 온 플레이 리스트나 오디오 데이터의 기입에 수반하여 TOC의 갱신이나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의 갱신(또는

생성)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신 및 기입을 완료하면 스텝(F406)에서 스텝(F407)으로 진행하고, 드라이브장치(20A)에 대하여 카피기록이 정

상 종료한 뜻의 통지를 송신하는 동시에 스텝(F408)에서는 표시부(21)에 카피완료의 뜻을 표시하고, 카피처리를 끝낸다.

한편, 드라이브장치(20A)에서는 카피 정상 종료의 통지를 수신하면 스텝(F314)에서 스텝(F315)으로 진행하고, 이들도 표

시부(21)에 카피완료의 뜻을 표시하여 카피처리를 끝낸다.

이상과 같은 카피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사용자는 어느 판상메모리(1A)에 대하여 기록한 플레이 리스트를 다른 판상메

모리(1B)에 카피하여 그 판상메모리(1B)에서도 소망의 곡순서로 재생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1개의 판상메모

리(1)에 대하여 등록시킨 플레이 리스트를 다른 판상메모리에서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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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술한 바와 같이 어느 판상메모리(1A)에 있어서 장르별이나 앨범별 등으로 플레이 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리하여 두면

본 예와 같은 플레이 리스트 및 대상 트랙의 카피를 행하는 것만으로, 그 특정의 장르의 특정의 앨범만의 음악을 카피할 수

도 있으며, 예를 들면 그 특정의 장르의 곡을 선택하여 카피하여 두는 번거로운 작업은 불필요하게 된다. 즉, 플레이 리스

트 자체의 유효한 이용 뿐만 아니라 트랙의 카피를 위한 조작도 큰 폭으로 간략화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예에서는 플레이 리스트와 동시에 대상이 되는 트랙에 대해서도 카피하도록 하였지만, 대상이 되는 트랙이 이

미 카피처의 판상메모리(1B)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레이 리스트만을 카피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이상,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바, 본 발명은 이들의 구성 및 동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상술한 플레이 리스

트의 작성처리, 재생처리, 카피처리의 상세한 수순으로서는 각종의 변형예가 고려된다.

예를 들어,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가 음악데이터일 때는 그 트랙의 플레이 리스트 상의 재생개시위치를 특정함으로써

트랙 내에서 임의의 시간이 경과한 후 재생될 수 있다. 또한 플레이 리스트에 지정된 트랙의 시작으로부터 경과된 시간 및

기록 매체상의 기록 어드레스를 지정함으로써, 트랙의 시작부터 뿐만 아니라 음악 중간에도 재생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

므로, 트랙형태 구성에 기록된 음악에서의 특정한 악구로 연결하고, 복수의 트랙과 연결함으로써 재생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시스템으로서는 도 1과 같은 판상메모리(1)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외부형태로 된 고정메모리 매체

(메모리칩, 메모리 카드, 메모리 모듈 등)에서도 상관없다. 물론, 메모리장치는 플래시 메모리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종류

의 메모리장치라도 좋다.

또한, 고정메모리 뿐만 아니라 미니 디스크, DVD(Digital Versatile Disc), 하드디스크, CD-R 등의 디스크형 기록매체에

서도 본 발명은 적용할 수 있다.

또, 1개의 기록매체로서 음악트랙 등은 재생전용으로 되었지만, 기입가능한 영역을 갖는 미디어(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MD 등)에서도 실시가능하다. 물론, 반도체 미디어로서 RAM영역과 ROM영역을 갖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미디어가 적어도 기입가능한 플레이 리스트,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갖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

체의 시스템이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다.

또, 상기 예에서는 트랙을 구성하는 음악데이터 파일에 대하여 곡순서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플레이 리스트를 설명하였지

만, 이것을 일예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음악데이터로서 트랙(파일)에 한정되지 않으며, 동화상 파일, 정지화상 파일,

음악데이터 파일 등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발명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기록장치에 있어서 장착된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

터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서 재생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생성한 재생리스트 정보를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

도록 하여 두고, 또 재생장치에 있어서는 장착된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1 또는 복수의 재생리스트 정보 중에서 1개의

재생리스트 정보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재생리스트 정보에 기초한 순서로 1 또는 복수의 데이터파일을 순차

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선호하는 재생순서(곡순서)를 재생리스트 정보로서 기록매체에 기록시켜 두면 재생시에는 그 기록매체

의 관리정보를 구성하는 TOC에 기초하여 통상의 재생순서외에, 재생리스트 정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선택된 재생리스

트 정보에서 설정된 곡순서로 재생을 실행시킬 수 있다. 즉, 기록매체마다에 사용자가 간단하고 용이하게 다양한 재생순서

에서의 데이터파일의 재생을 즐길 수 있도록 된다.

또, 이와 같은 재생리스트 정보의 기록 및 재생리스트 정보에 기초한 재생이 가능하게 되어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다

수의 데이터파일을 사용자가 매우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서 기록장치에 있어서는 외부의 재생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고, 기록수단은

재생장치에서 송신되고 상기 통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재생리스트 정보를 장착되어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

고, 한편 재생장치에 있어서는 외부의 기록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할 수 있는 동시에 지정조작수단에 의해 지정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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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스트 정보를 외부의 기록장치에 대하여 송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재생장치측에

장착되어 있는 기록매체에 카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느 기록매체에 대하여 기록시킨 재생리스트 정보를 다른

기록매체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복수의 메인데이터(main data)로 기록되는 기록영역과, 메인데이터의 기록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는 제 1관리

영역과, 메인데이터의 원하는 재생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는 제 2관리영역을 갖는 기록매체로부터 원하는 재생

순서로 메인데이터를 재생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방법에 있어서,

제 1관리영역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영역에 기록되는 메인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단계와,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단계와,

선택된 메인데이터에 관련된 제 1관리영역에 관한 정보, 관련된 플레이리스트에 선택된 메인데이터의 재생순서를 등록하

고, 제 2관리영역에 관련된 플레이리스트 기입하기 위한 등록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방법은 상기 제 2관리영역에서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편집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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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편집방법은 상기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생성하고 상기 제 2관리영역에서 상기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이 상기 기록매체의 상기 제 2관리영역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상기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생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복수의 메인데이터로 기록되는 기록영역과, 메인데이터의 기록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는 제 1관리영역과, 메인

데이터의 재생순서를 관리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지는 제 2관리영역을 갖는 기록매체로부터 원하는 재생순서대로 데이터

를 재생하는 플레이 리스트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장치에 있어서,

제 1관리영역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영역에서 기록되는 메인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과,

표시된 정보 중에서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한 메인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조작되는 조작수단

과,

기록매체의 제 2관리영역에 편집된 플레이 리스트를 기입하는 기입수단과,

표시수단으로 표시되는 정보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메인데이터에 대한 지시를 조작수단에 의해 얻고, 제 1관리영역

에 관한 정보와 선택된 메인데이터의 재생순서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를 관련된 플레이 리스트에 등록하고, 상기

기입수단의 사용에 의해 기록매체의 제 2관리영역에 상기 관련된 플레이 리스트를 기록하기 위하여 상기 제 1관리영역의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영역에 기록되는 메인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표시수단으로 표시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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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장치는 상기 제 2관리영역에 기록된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장치.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장치는 또한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생성하고 복수의 플레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상기 제 2관리영역에 플레이

상기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기록하는 것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편집장치는 상기 기록매체의 상기 제 2관리영역에서 상기 플레이 리스트가 검색되지 않을 때, 새로운 플레이 리스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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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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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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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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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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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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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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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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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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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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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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