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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어학용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 구성도.

제2도는 이 발명의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 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에서의 테이프 포맷.

제4도는 종래의 테이프 포맷.

제5도는 이 발명 라인셀렉터의 일실시 구성도.

제6도는 이 발명 파형정형회로의 일실시 구성도.

제7도는 이 발명 스위치 블록의 일실시 구성도.

제8도는 이 발명 마이콤의 주변 구성도.

제9도는 이 발명 마이콤의 플로우챠트.

제10도는 이 발명의 테이프에 기록된 데이터 포맷.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5 : 프리앰프                     3 : 파우어 앰프

6 : 파형정형회로                  7 : 마이콤

8 : 디스플레이 콘트롤러       9 : 디스플레이부

10 : 라인 셀렉터                  11 : 스위치 블록

12, 13 : 데코더                   15 :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16, 17, 18 : 롬                    A, B, C, D : 헤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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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은  음성신호와  함께  문자를  디스플레이  시키는  어학용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로써  2개 이상
의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테이프에  기록하여  두고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원하는  음성과  문자를 재
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 어학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종래에도  테이프에  하나의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기록한후  이를  재생하여  어학  교육을  행하는 카셋
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었으나  이는  하나의  언어에  대한  음성신호  및  그  신호에  대한  문자 데이터
만의  재생이  가능하므로써  또다른  외국어의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어  종류에  따라  여러개의  테이프가 
필요한 것이었다.

즉  종래에는  외국어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테이프가  필요하게  되므로  여러개의  외국어  교육시 각각
에 대한 테이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프에  기록하여 
두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언어  및  문자를  재생시키도록  한  것으로써  여러개의  외국어를 한
개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학습할수 있게 된다.

이하 이 발명에 대한 구성 및 작용효과를 첨부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종래의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재생시키는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의  구성도로써 헤드(A)에
서  픽업된  음성신호는  프리앰프(1)에서  증폭되고,  가변저항(2)으로  볼륨  조정된후  파우어  앰프(3)를 
통하여  스피커(4)로  출력되게  구성되고  헤드(D)에서  픽업된  문자  데이터는  프리앰프(5)를  통하여 파
형  정형회로(6)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후  마이콤(7)에  인가되며  상기  마이콤(7)에서  처리된 문자
신호는 디스플레이 콘트롤부(8)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부(9)에 디스플레이 되게 구성된다.

그리고  제2도는  본  발명의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  구성도로써  헤드(A),  (B),  (C)에서  픽업된 재생
신호중  하나의  재생신호를  마이콤(7)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선택하는  라인  셀렉터(10)와,  상기  라인 
셀렉터(10)에서  선택된  재생신호를  증폭시키는  프리앰프(1)와,  상기  프리앰프(1)에  증폭되고 가변저
항(2)에서  볼륨  조정된  재생신호를  증폭시켜  스피커(4)로  출력시키는  파우어  앰프(3)와, 헤드(D)에
서  픽업된  문자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프리앰프(5)와,  상기  프리앰프(5)에서  증폭된  문자  데이터를 
마이콤(7)이  인식하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파형정형회로(6)와,  상기  파형정형회로(6)의  출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각  블록의  제어신호를  출력시키는  마이콤(7)과,  상기  마이콤(7)에서  처리된 문자
신호를  디스플레이부(9)에  디스플레이  시키는  디스플레이  콘트롤러(8)와,  상기  마이콤(7)에  재생을 
원하는 언어의 선택신호를 인가시키는 스위치 블록(11)으로 구성된다.

또한  제3도는  이  발명의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테이프  포맷을  나타낸  것이고  제4도는 
종래의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테이프 포맷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제5도는  라인  셀렉터(10)의  일실시  구성도로써  마이콤(7)의 제어신호(S1 ), (S0 )에  의하여 하

나의  신호  선택  출력을  내보내는  데코더(12)와  상기  데코더(12)의  신호  선택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
버터(I1 ), (I2 ), (I3 )와,  상기 인버터(I1 ), (I2 ), (I3 )의  출력에 의하여 구동되고 헤드(A),  (B),  (C)의 

출력을 선택하는 트랜지스터(Q1), (Q2), (Q3)로 구성된다.

제6도는  파형정형회로(6)의  일실시  구성도로써  아날로그  신호는  다이오드(D1)와  콘덴서(C1)를 통하
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진다.

제7도는  스위치  블록(11)의  구성도로써  각각의  언어선택  스위치(SW1),  (SW2),  (SW3)를  '온'시킴에 
따라서 마이콤(7)에서 언어 선택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제8도는  마이콤(7)의  주변  구성도로써  스위치  블록(11)의  언어  선택을  인식하여 제어신호
(S1 ), (S0 )를  출력시키고  상기 제어신호(S0 ), (S1 )는  라인  셀렉터(10)에  인가됨과  동시에 데코더(13)

에  인가되어 인버터(I4 ), (I5 ), (I6 )로  신호  선택  출력을  내보내고 인버터(I4 ), (I5 ), (I6 )의  출력은 

각  언어에  대한  문자  정보가  기록된  롬Ⅰ(16),  롬Ⅱ(17),  롬Ⅲ(18)의  구동을  제어하게  구성되며 마
이콤(7)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선택된  롬Ⅰ(16),  롬Ⅱ(17),  롬Ⅲ(18)에서  처리시킨후  디스플레이 드
라이버(15)에  어드레스  신호와  함께  인가시켜  주어  디스플레이부(9)에서  선택된  문자가  디스플레이 
되게 구성한 것이다.

제9도는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였을때의 마이콤 구동 플로우 챠트이다.

이와같은  구성의  이  발명에서  먼저  제1도에  의거  종래의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대하여  설명한후 
이 발명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1도에서  사용되는  테이프는  제4도에서와  같이  한쪽  채널에는  음성신호를  기록하고  다른  한쪽 채널
에는 음성신호에 해당되는 문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제1도의  헤드(A)에서  픽업된  신호는  음성신호가  되고  헤드(D)에서  픽업된  신호는  문자정보가 
된다.

헤드(A)에서  픽업된  음성신호는  프리앰프(1)에서  증폭되고  가변저항(2)으로  볼륨  조정된후  파우어 
앰프(3)를  통하여  스피커(4)로  출력되게  되며  헤드(D)에서  픽업된  문자  정보는  프리앰프(5)에서 증
폭된후  파형정형회로(6)에  인가되어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후  마이콤(7)에 인가되므
로써  마이콤(7)에서는  이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8)에  문자신호를  내보내게  되고  이는 디
스플레이부(9)에서 디스플레이 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피커(4)로  출력되는  음성신호를  들을수  있고  디스플레이부(9)에  디스플레이  되는 
상기  음성신호에  해당되는  문자를  볼수  있게  되므로  하나의  문장을  디스플레이부(9)로  볼수  있음과 
동시에 스피커(4)로 들을수 있어 외국어 학습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방식은  테이프에  하나의  외국어에  대한  음성신호  및  문자  정보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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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어의 교육을 위해서는 또다른 테이프가 필요한 것이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제3도에서와  같이  테이프에  2개  이상의  음성신호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자정보를  기록시켜  주어  테이프  하나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를 제2도, 제5도, 제7도 또는 제8도에 의거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는  스위치  블록(11)의  각  스위치(SW1),  (SW2),  (SW3)를  이용하여  테이프에  기록된 음성
신호중 하나의 음성신호를 선택하게 된다.

스위치  블록(11)의  스위치(SW1),  (SW2),  (SW3)로  하나의  음성신호를  선택하면  마이콤(7)은  이를 인
식하여 라인 셀렉터(10)와 디스플레이 콘트롤러(8)에 제어신호(S0), (S1)를 공급해 주게 된다.

즉  스위치(SW1),  (SW2),  (SW3)중  어느것이  '온'되어  있는가를  판단하여  스위치(SW1),  (SW2), (SW3)
의 '온'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제어신호(S0), (S1)를 출력시키게 된다.

라인  셀렉터(10)에서는  제5도와  같이 제어신호(S0 ), (S1 )입력에  따라서 인버터(I1 ), (I2 ), (I3 )로 하

나의  신호라인만  하이레벨을  출력시키고  나머지는  로우레벨을  출력시켜  트랜지스터(Q1),  (Q2), (Q
3)중  하나의  트랜지스터만  '턴오프'시켜  헤드(A),  (B),  (C)에서  픽업된  음성신호중  하나만 프리앰프
(1)에 인가되게 된다.

예를들어  스위치(SW1)를  '온'시키면  마이콤(7)에서는 제어신호(S0 ), (S1 )를  '0,  1'로  로직신호로 출

력시키고  데코더(12)에서는  상기된 제어신호(S0 ), (S1 )를  인식하여  인버터(I1)로  하이레벨을 출력시

키고 인버터(I2 ), (I3 )로는  로우레벨을  출력시킴으로써  트랜지스터(Q1)만  '턴오프'되어  헤드(A)에서 

픽업된  음성신호만  프리앰프(1)에  인가되게  되고  스위치(SW2)를  '온'시키면  마이콤(7)에서는 제어신
호(S0 ), (S1 )를  '0,  1'의  로직신호로  출력시키고  데코더(12)에서는  상기된 제어신호(S0 ), (S1 )를 인식

하여 인버터(I2 )로  하이레벨을  출력시키고 인버터(I1 ), (I3 )로는  로우레벨을  출력시킴으로써 트랜지

스터(Q2)만  '턴오프'되어  헤드(B)에서  픽업된  음성신호만  프리앰프(1)에  인가되게  되며 스위치(SW
3)를  '온'시키면  마이콤(7)에서는 제어신호(S0 ), (S1 )를  '1,  1'의  로직신호로  출력시키고 데코더(1

2)에서는  상기된 제어신호(S0 ), (S1 )를  인식하여 인버터(I3 )로  하이레벨을  출력시키고 인버터(I1 ), 

(I2 )로는  로울벨을  출력시킴으로써  트랜지스터(Q3)만  '턴오프'되어  헤드(C)에서  픽업된  음성신호만 

프리앰프(1)에 인가되게 된다.

즉,  스위치  블록(11)에서  하나의  음성신호를  선택함에  따라서  마이콤(7)에서  각기  다른 제어신호
(S0 ), (S1 )를  출력시키게  되고  상기 제어신호(S0 ), (S1 )에  의하여  라인  셀렉터(10)에서는  헤드(A), 

(B), (C)에서 픽업된 음성신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프리앰프(1)에 인가되게 된다.

그리고  프리앰프(1)에  인가된  음성신호는  가변저항(2)에  의해  볼륨  조정된후  파우어  앰프(3)를 통하
여  스피커(4)로  출력되게  되므로  결국  사용자는  테이프에  기록된  2개  이상의  음성신호중  하나의 음
성신호를 선택하여 들을수 있게 된다.

한편  헤드(D)에서  픽업된  문자정보는  프리앰프(5)에서  증폭된후  다이오드(D1)와  콘덴서(C1)로 구성
된 파형정형회로(6)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마이콤(7)에 인가되게 된다.

이때  테이프에  기록된  데이터  포맷은  제10도와  같이  3개의  음성신호에  대한  문자정보가  기록되고  각 
문자정보의 앞에는 각각의 문자 정보를 기록시킨 콘트롤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마이콤(7)에서는  파형정형회로(6)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시리얼  데이터(SERIAL 
DATA)를 패러랠 데이터(PARALLEL DATA)로 변환시킨후 각각의 문자정보와 콘트롤 정보를 기억시킨다.

이때  마이콤(7)에서는  스위치  블록(11)의  스위치(SW1),  (SW2),  (SW3)선택  상태에  따라서 제어신호
(S0 ), (S1 )를  출력시키게  되므로  상기 제어신호(S0 ), (S1 )를  데코더(13)로  데코딩하고  상기 데코더

(13)의  출력은 인버터(I4 ), (I5 ), (I6 )를  통하여  각  언어에  해당하는  문자  정보가  기록된  롬Ⅰ(16), 

롬Ⅱ(17), 롬Ⅲ(18)의 구동을 선택하게 된다.

즉  롬Ⅰ(16),  롬Ⅱ(17),  롬Ⅲ(18)은  스위치  블록(11)에서의  스위칭  선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구동
되게 된다.

이같이  음성신호  선택에  의하여  롬Ⅰ(16),  롬Ⅱ(17),  롬Ⅲ(18)중  하나가  구동되고  헤드(D)에서 읽어
낸  문자  정보  및  콘트롤  정보가  기억되면  마이콤(7)에서는  기록된  문자정보를  단자(ADD2)에서 구동
된  롬에  출력시키게  되고  구동된  롬에서는  상기  문자정보를  받아  문자  폰트(FONT)정보로  처리하여 
단자(DATA2)로 마이콤(7)에 인가시킨다.

마이콤(7)에서는  단자(DATA2)에서  인가된  문자  폰트  정보를  단자(DATA1)로  출력시키는  한편 단자
(ADD1)로  어드레스를  출력시켜  주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15)에서  이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부(9)에 
디스플레이 되게 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부(9)에는 선택된 음성정보에 해당하는 문자가 디스플레이 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2개  이상의  음성신호  및  문자정보가  기록된  테이프를  재생하여  원하는 음성신
호  및  음성신호에  해당하는  문자를  디스플레이  시킬수  있으므로  하나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하나의  음성신호  및  문자정보를  재생시키는  본  발명에서의  마이콤(7)에  대한  플로우챠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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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스위치  블록(11)의  스위치  접속상태를  체크하여 제어신호(S0 ), (S1 )를 출력

시키고  스위치  상태를  램에  저장시킨후  단자(IN)로  입력되는  문자신호를  시리얼  데이터에서  패러랠 
데이터로 변환시켜 문자정보 및 콘트롤 정보를 기억시킨다.

그리고  기억된  콘트롤  정보에  해당되는  스위치  입력인가를  체크하여  기억된  문자정보를 단자(ADD2)
로  출력시키고  단자(DATA2)로  문자의  폰트정보를  읽어낸후  단자(ADD1)로  어드레스를  출력시키는 한
편  단자(DATA1)로  문자의  폰트  정보를  출력시켜  주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15)에서 디스플레이부
(9)에 선택된 문자정보가 디스플레이 되게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테이프에  다수개의  음성정보와  문자정보를  기록하여  둔후  사용자의 선택
에  따라서  원하는  음성신호  및  음성신호에  해당하는  문자정보를  재생시키도록  한  것으로써  외국어 
학습을  위하여  다수개의  테이프를  구입할  필요없이  하나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외국어를 학
습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테이프에  기록된  음성신호  및  문자신호를  재생시켜  스피커(4)와  디스플레이부(9)로  출력시키는 카셋
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있어서,  테이프에  기록된  여러개의  음성신호중  하나의  음성신호를  선택하는 
스위치  블록(11)과,  상기  스위치  블록(11)의  입력을  받아  각  블록에  제어신호를  출력시키는 마이콤
(7)과,  상기  마이콤(7)의  제어신호에  의해  다수개의  헤드에서  재생된  음성신호중  하나의  음성신호 
출력을  선택하는  라인셀렉터(10)와,  상기  마이콤(7)의  제어신호에  의해  헤드에서  재생된  문자신호를 
문자의  폰트  정보로  변화시켜  디스플레이부(9)에  재생시키는  디스플레이  콘트롤러(8)로  구성된 어학
용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라인셀렉터(10)는  마이콤(7)의 제어신호(S0 ), (S1 )를  데코딩하여  하나의  신호 선택

출력을  내보내는  데코더(12)와,  상기  데코더(12)의  신호  선택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I1 ), (I2 ), 

(I3 )와,  상기 인버터(I1 ), (I2 ), (I3 )의  출력에  의하여  구동되고  헤드(A),  (B),  (C)에서  재생된 음성

신호 출력을 선택하는 트랜지스터(Q1), (Q2), (Q3)로 구성된 어학용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콘트롤러(8)는  마이콤(7)의 제어신호(S0 ), (S1 )를  데코딩하여  하나의 신

호  선택  출력을  내보내는  데코더(13)와,  상기  데코더(13)의  신호  선택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
(I4 ), (I5 ), (I6 )와,  상기 인버터(I4 ), (I5 ), (I6 )의  출력에  의하여  구동되고  마이콤(7)의  문자정보를 

받아  문자  폰트  정보로  변화시키는  롬Ⅰ(16),  롬Ⅱ(17),  롬Ⅲ(18)과,  상기  롬Ⅰ(16),  롬Ⅱ(17), 롬
Ⅲ(18)의  문자  폰트  정보와  마이콤(7)의  어드레스  신호를  받아  디스플레이부(9)에  문자를 디스플레
이 시키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15)로 구성된 어학용 카셋트 테이프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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