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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드라이브(1a)가 정보 기록 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별자 정보와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
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워크 메모리(3)에 기억시키고, 인터럽트 지시 수단(4)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및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
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9)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기록 장치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전원 공급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되거나, 또한 상기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고 전원 버튼을 OFF해 
버린 경우에도, 다음번에 전원 공급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으로 된 경우, 즉시 계속해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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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의 일 실시 형태를 나타낸 전체 개략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라스트 메모리로서 EEPROM으로 구성된 경우에 있어서의 메모리맵과 그 내용에 대해 나타낸 도
면.

도 3은 도 1에 도시한 라스트 메모리에 있어서의 메모리 영역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에 있어서의 초기 동작 처리 플로우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시청과 처음부터의 시청을 선택하기 위한 메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시청과 처음부터의 시청을 선택하기 위한 리모콘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의 일 실시 형태를 나타낸 전체 개략 구성도.

도 8은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는 동안, 재생 정보를 로테이션 기억하는 일시 기억 영역과 디스크의 교환 시에만 재생 정
보를 기억하는 주 기억 영역으로 분리한 라스트 메모리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도 2에 도시한 메모리맵으로부터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로 분리하여 구성할 때의 상기 재생 정보의 메모리맵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도 2에서 도시한 메모리맵을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로 분리하여 구성할 때의 상기 설정 정보의 메모리맵을 나
타낸 도면.

도 11은 전원 온 시의 제어부(6)의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트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도 11에 도시한 플로우 차트의 동작을 실행할 때에, 라스트 메모리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저장 이미지를 나타
낸 도면.

도 13은 디스크 삽입 후의 제어부(6)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도 13에 도시한 플로우차트의 동작을 실행할 때에, 라스트 메모리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저장 이미지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드라이브

2 : 드라이브 제어부

3 : 워크 메모리

4 : 타이머

5 : 사용자 조작 입력부

6 :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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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상 음성 출력부

8 : 디코더부

9 : 라스트 메모리

10 : 버스

12 : 데이터 입력부

55 : 메뉴 화면

61 : 리모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영상 음성 신호가 기록 가능한 광 디스크 (소위 Digital Video Disc) 등의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및 DVD-RAM (소위 Digital Video Disc-Random Access Memory) 등의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
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광 디스크 재생 장치로서는,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9-219086호에 기재되어 있는 광 디스크 재생 장치가 알려
져 있다.

이 종래의 광 디스크 재생 장치는 광 디스크의 각각에 고유의 정보인 식별자를 기록 정보 중의 데이터로부터 검지하여 
식별하는 식별 기능과, 이 식별자 정보와 함께,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가 눌러질 때의 영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광 디
스크의 위치 정보를 라스트 메모리에 기억하는 라스트 메모리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광 디스크 재생 장치는, 광 디스크가 디스크 재생 장치에 장착된 후, 광 디스크의 식별자가 라스트 메모리에 기억되
어 있는 식별자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일치한 것을 검출한 경우, 라스트 메모리 온오프 조작 키에 의한 계속 
재생 위치로부터의 재생 개시의 지시가 있으면 계속 재생 위치로부터 재생하고, 상기 라스트 메모리 온오프 조작 키로
부터의 재생 개시의 지시가 없으면 당초 위치로부터 재생을 행한다. 한편, 일치한 것을 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스
트 메모리 온오프 조작 키의 조작과 무관하게 당초 위치로부터 재생을 행한다.
    

단, 이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받아, 식별자 정보와 함께,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가 눌
러질 때의 영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광 디스크의 위치 정보를 라스트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식별자 
정보 및 재생 중의 디스크의 위치 정보가 라스트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다는 보증이 없다.

예를 들면,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된 경우, 또한 상기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어 전원 버튼을 OFF로 한 경우에는, 식별자 정보 및 재생 중의 디스크의 위치 정보를 잃어버려,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시켜 전원이 ON으로 되어도, 계속하여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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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
된 경우, 또한 상기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고서 전원 버튼을 OFF로 해 버린 경우에도,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이 된 경우, 즉시 계속하여 재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된 경우, 또한 상기 라
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고 전원 버튼을 OFF로 해 버린 경우에도,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이 
된 경우, 사용자의 선정에 의해 계속 위치로부터의 재생 또는 타이틀, 혹은 챕터, 혹은 디스크의 처음부터 재생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된 경우, 또한 상기 라
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고 전원 버튼을 OFF로 해 버린 경우에도,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으
로 된 경우, 영상 음성 출력에 대해서도, 계속 이전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하여 재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광 정
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목적은,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되거나 한 경우에도, 다
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으로 된 경우, 입력된 데이터를 즉시 계속하여 기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광 정
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5 목적은,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되거나 한 경우에도, 다
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으로 된 경우, 입력된 데이터를 계속 이전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하여 기
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광 정보 기록 매체 (광 디스크)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
브와,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상기 드라이브에 장
착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식별자를 기록 정보 중의 데이터로부터 검지하여 식별하는 식별 기능을 갖는 드라이브 제어
부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
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와,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
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 출력하는 디코더부와,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 인터럽트 지시를 내리는 인터럽트 지시 수단과, 불휘발
성 메모리와,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및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
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로 구성한다.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광 정보 기록 매체 (광 디스크)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
브와,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상기 드라이브에 장
착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식별자를 기록 정보 중의 데이터로부터 검지하여 식별하는 식별 기능을 갖는 드라이브 제어
부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
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와,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
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 출력하는 디코더부와,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 인터럽트 지시를 내리는 인터럽트 지시 수단과, 불휘발
성 메모리와, 새롭게 재생할 때, 계속 재생 위치로부터 재생을 개시하는지의 여부를 선정하는 선정 수단과, 상기 인터럽
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식별자 정보 및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고, 상기 새롭게 
재생할 때,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를 비교하
여 일치하고, 상기 선정 수단에 의해 계속 재생 위치로부터의 재생이 선정된 경우에는,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판
독된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제어하여 계속재생 위치로부터 재생 제어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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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를 구비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로 구성한다.
    

    
상기 제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디코더부가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
성 출력부에 출력하고,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하는 디코더부로 하고, 상기 
제어부가,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및 상기 디코더부로부터 얻어지는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
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로 구성한다. 또한, 상기 워크 메모리를, 상기 드라이브 제
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외
에, 변환 방식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로 하고, 상기 제어부가,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재생 위치를 나타
내는 정보 및 변환 방식에 관한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로 구성한다. 또한, 상기 워크 메모리를,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
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외에,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부터 출력하는 출력 방
식에 관한 정보도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로 하고, 상기 제어부가,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
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로 한다.
    

이 때,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를, 상이한 복수의 영역에 순차 저장시키고, 
상기 복수의 영역에 기록되면 그 위에 순차 덮어쓰기할 수 있는 메모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부터 출력하는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를 설정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설정 수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4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광 정보 기록 매체 (광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고, 또한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브와,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또한 광 정보 기록 매
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드라이브 제어
부와,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고, 또한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와,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 인터럽트 지시를 내리는 인터럽트 지시 수
단과,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
크 메모리에 기억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통해 상기 드라이브에 의해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와,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
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
성 출력부에 출력하는 디코더를 구비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로 구성한다.
    

이 때,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를 구비하고, 상기 워크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와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고, 또
한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로 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는, 새롭게 기록할 때, 계속 기록 위치로부터 기록을 개시하는지의 여부
를 선정하는 선정 수단을 구비하고, 제어부가, 상기 선정 수단에 의해 계속 기록 위치로부터의 기록이 선정된 경우에 있
어서는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제어하여 계
속 기록 위치로부터의 데이터의 기록을 제어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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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에 불휘발성 메모리를 설치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기록 위
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5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광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또한 광 정보 기록 매체
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브와,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또한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드라이브 제어부와,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의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고, 또한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
이터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와,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통해 상기 드
라이브에 의해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제어하고, 또한 상기 기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를 판독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통해 상기 드라이브에 의해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부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와,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 출력하는 디코더부를 구비한 광 정
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로 구성한다.
    

이 때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의 디코더부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에서 입력된 데이터
에 대해 MPEG 등의 압축 처리를 실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 목적을 달성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는,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
FF되거나 정전된 경우, 또한 상기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어 전원 버튼을 OFF로 해 버린 경우에서도, 다음
에 공급 전원도 포함시켜 전원이 ON으로 된 경우, 즉시 계속하여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는,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
FF되거나 정전된 경우, 또한 상기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어 전원 버튼을 OFF로 해 버린 경우에도,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으로 된 경우, 사용자의 선정에 의해 계속 위치로부터의 재생 또는 타이틀, 혹은 챕터, 
혹은 디스크의 처음부터의 재생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을 달성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는,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
FF되거나 정전된 경우, 또한 상기 라스트 메모리 지시 키의 조작을 잊어 전원 버튼을 OFF로 해 버린 경우에도,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으로 된 경우, 영상 음성 출력에 대해서도, 계속 이전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하
여 재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을 달성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는,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
로 OFF되거나 정전되거나 한 경우에도,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이 된 경우, 입력된 데이터를 즉시 계
속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5 목적을 달성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는, 공급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
로 OFF되거나 정전되거나 한 경우에도, 다음에 공급 전원도 포함하여 전원이 ON으로 된 경우, 입력된 데이터를 계속 
이전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재생 장치 (소위 Digital Video Disc의 재생 장치)의 실시 형태에 대해 도면을 이용하여 설
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광 디스크 재생 장치의 일 실시 형태를 나타낸 전체 개략 구성도이다. 드라이브(1a)는 DVD
나 CD(Compact Disc : 오디오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광 디스크 매체), VCD (Video Compact Disc : 영상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광 디스크 매체) 등의 미디어(1aa)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다. 판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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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은 미디어(1aa)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것이다. 구동 수단(1ac)은 상기 미디어(1aa)를 구동 회전하거나 
판독 수단(1ab)을 주행시키는 것이다. 드라이브 제어부(2a)는 마이크로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어부
(6)로부터 버스(10)를 통한 지시를 받아, 드라이브(1a)의 재생을 제어하고, 미디어 내의 영상 음성에 관한 디지털 데
이터를 판독하여 버스(10)를 통해 워크 메모리(3)에 기억하도록 제어하고, 미디어에 기록된 기록 정보 중의 데이터로
부터 검지되는 디스크 종별, 디스크의 식별자(ID) 등의 디스크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기능을 갖는 것이다.
    

워크 메모리(3)는 드라이브 제어부(2a)가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하여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 드라이브 제어부(2a)
로부터 얻어지는 디스크 정보, 디코더부(8)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재생 정보 및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그리
고 제어부(6)로부터 얻어지는 사용자의 선택 조작, 혹은 입력 조작에 의한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이 워크 메모리(3)는 
DRAM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하는 재생 정보를 집약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또한, 드라이브 제어부(2a)로부터 얻어지는 디스크 정보에는, (2) 미디어 종별, (3) 디스크의 식별자(DISC ID) 등이 
있다. 또한, 디코더부(8)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재생 정보에는, (4) 화상 정보, (7) 타이틀 번호, (8) 챕터 번호 등이 
있다. 또한, 디코더부(8)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는, (9) 재생 중단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등이 있다. 그리고, 제어부(6)로부터 얻어지는 사용자의 선택 조작, 및 입력 조작에 의한 설정 정보로서는, (5) 자막, 
(6) 음성, 가라오케, (10) TV 종류, OSD(On Screen Display), (11) APS(Audio Put System), (12) 각 음성 채널
의 음량, (13) 자동 재생, (14) OSD 메뉴 언어, (15) 디스크 메뉴 언어, (16) DRC(Dynamic Range Control), (17) 
스크린 세이버, 배경색, (18) 모 레벨(Parental Level), (19) 광 디지털 출력, (20) 표시의 밝기, (22) 모 비밀 번호 
등이 있다
    

타이머(4)는 임의의 시간 간격, 여기서는 1분간마다 제어부(6)에 인터럽트 지시하는 인터럽트 지시 수단이다. 이 타이
머(4)는 발진기와 상기 발진기로부터 일정한 주기로 발진하여 출력되는 펄스 신호를 계수하는 카운터로 구성할 수 있
다.

    
제어부(6)는 마이크로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며, 광 디스크 재생 장치의 전체를 관리하고, 사용자 조작 입력부(5)로부
터의 선택 조작 신호(11)를 받아, 드라이브 제어부(2a)와 디코더부(8)와 영상 음성 출력부(7)를 지시하여, 미디어의 
재생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제어부(6)는 드라이브 제어부(2a)를 통해 취득되는 디스크 정보와, 디코더부(8)를 통해 
취득되는 영상 재생 정보와, 또한 사용자 조작 입력부(5)로부터 얻어지는 사용자의 선택 조작, 및 입력 조작에 의한 설
정 정보를 워크 메모리(3)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제어부(6)는,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디코더부(8)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디스크의 물리 위치 (영상 
재생 위치)를 샘플링하여 추출하고, 이 추출된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상기 워크 메모리(3)에 저장되어 있
는 정보에 대응시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제어부(6)는, 전원 스위치를 OFF할 때에
는, 전원의 공급을 받고 있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기록 재생한 기록 재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
T 위치 정보)를 워크 메모리(3)로부터 판독하여 다른 정보와 대응시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다.
    

영상 음성 출력부(7)는 스피커나 모니터 (디스플레이, 액정 표시 등으로 구성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코더부(8)
에서 신장 등 디코드된 영상 디지털 신호를 D/A 변환하고, 디코드된 음성 디지털 신호를 D/A 변환하여 영상·음성을 
출력하는 장치이다. 스피커나 모니터가 광 디스크 재생 장치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영상 음성 출력부(7)는 
스피커나 모니터에 음성 신호나 영상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단자로 구성되는 것은 자명하다.

디코더부(8)는 제어부(6)로부터의 지시를 받아,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 영상 음성 등의 디지털 데이터, 예를 들면 
MPEG-2 [Moving Picture Coding Expert Group 2 : 현행 방송이나 HDTV (고정밀 텔레비젼), AV 기기 등에의 응
용을 의식한 국제 표준화 멀티미디어·데이터의 고능률 부호화 기술] 등으로 압축된 영상 음성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신장시키도록 디코드하여 영상 음성 출력부(7)로 출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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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코더부(8)에서는, 현재 영상 음성 출력부(7)로 출력하여 표시하고 있는 비트스트림에 관한 정보를, 내부 상태
로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정보는 디코더부(8)로부터 워크 메모리(3)에 제공시켜 기억되어 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워크 메모리(3)로부터,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샘플링하여 판독함으로써, 영
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할 수 있다. 즉, 디코더부(8)는 PST(Presentation Tim
e Stamp) 관리를 행하고 있으므로, 재생 중에 있어서, 실제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디스크의 물리 위치의 정보
를 디코더부(8)로부터 워크 메모리(3)에 제공시켜 기억되어 있으므로, 이 물리 위치를,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함으로써,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된다. 또한, 디코드부(8)는 실제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디스크의 물리 위치의 정보 및 각 기록 재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T 위치 정보)를 워크 메모리(3)에 기억시키도록 출력한다.
    

    
제어부(6)는 워크 메모리(3)로부터,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판독되는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 설정 정보에 대응시켜, 디코더부(8)가 관리하고 있는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타이머
(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하고, 라스트 메모리(9)에 기록한다. 라스트 
메모리(9)는 이들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 및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이
며, 기록 횟수가 유한한 예를 들면,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이나 
플래시·메모리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된다. 현재 EEPROM의 경우, 기록 횟수가 약 10만회 정도이다. 또한, 라
스트 메모리(9)에는, 통상, 전원 스위치가 OFF로 된 경우, 실제로, 마지막으로 기록 재생된 기록 재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 및 설정 정보와 함께 워크 메모
리(3)로부터 판독되어 저장되게 된다.
    

그리고, 드라이브 제어부(2a), 워크 메모리(3), 제어부(6), 영상 음성 출력부(7), 디코더부(8), 타이머(4), 및 라스트 
메모리(9)는 버스(10)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드라이브(1a)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재생 중), 제어부(6)로부터의 제어에 기초하여, 디코더
부(8)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
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하고, 이 추출된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워크 메모리(3)로부터 판독된 디스크 정
보, 영상 재생 정보, 및 설정 정보에 대응시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하게 된다. 디코더부(8)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
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워크 메모리(3)에 제공되어 기억되어 있으므로, 워크 메모리(3)로부터,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 및 설정 정보에 대응시켜,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디코더부(8)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디
코드부(8)로부터,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항상 재생 중에 있어서의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 및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원
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 샘플링되어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
적으로 차단되거나 정전되거나 하더라도 광 디스크 재생 장치에 그 직전의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 
및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보존되어 있게 되므로, 공급 전원이 ON으로 되어 그 위치로부터 계속하여 디코
드 방식도 포함하여 출력 조건 (출력 방식)도 동일하게 하여 재생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디코더부(8)가 PST(Presentation Time Stamp) 관리를 행하고 있으므로, 제어부(6)는 재생 중에 있어서, 실제
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에 대한 디스크의 물리 위치를 항상 디코더부로부터 얻어 워크 메모리(3)에 기억시키도록 제어
하고,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되어 있는 디스크의 물리 위치를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
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함으로써,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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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라스트 메모리(9)로서 EEPROM으로 구성된 경우에 있어서의 메모리 맵과 그 내용에 대해, 도 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즉, 어드레스 000에는, (1) 관리 번호 0 : 제어부(6)의 라스트 메모리 관리용 번호이고, [디스크 1개당의 정보인 인덱
스 (관리 번호)]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01에는, (2) 미디어 종별 : [DVD의 경우「0」, VCD의 경우「1」, CD의 경우「2」]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02∼005에는, (3) DISC ID : [DVD 디스크 고유의 정보]가 기억된다.

어드레스 006에는, (4) 화상 정보: [a: 애스펙트 {X0: 밴 스캔(Van Scan) 레터박스, X1: 팬 스캔(Pan Scan), X2: 
PAL(Phase Alternation by Line color television)}, b: 영상 방식 {0X: AUTO, 1X: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2X: PAL}]이 저장된다.

또, 「X」는 어떠한 숫자이어도 좋다는 의미이다. 「X0: 팬 스캔 레터 박스」를 예로 설명하면, 「X0」은 「X」라는 
정보와 「0」이라는 정보의 2비트의 정보를 의미하고, 「X0」 중 하위 한자릿수의 정보가 「0」인 것으로서, 「팬 스
캔 레터 박스」라고 기억한다. 이 이후의 설명에서도 의미는 마찬가지의 것으로 한다.

어드레스 007에는, (5) 자막: [00: 자막 오프, 1∼32: 자막 온]이 저장된다.

어드레스 008에는, (6) 음성, 가라오케: [a: 음성(X0∼X7), b: 가라오케(0X : 노멀, 1X : 보컬 오프, 2X: 보컬 1, 3X 
: 보컬 2)]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09에는, (7) 타이틀 번호: [재생을 중단한 장소 0∼99]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0A에는, (8) 챕터 번호: [재생을 중단한 장소 0∼99]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0B∼00E에는, (9) 재생 중단 위치: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 또는 정전되기 직전의 샘플링된 위치 (
영상 재생 위치), 또는 사용자가 재생 중단을 지정한 최후부의 위치 (LAST 위치) (예를 들면 시 분 초 등의 시간, 또
는 디스크 상의 어드레스로 나타내어도 좋음)]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0F에는, (10) TV 종류, OSD(On Screen Display) 위치: [X0:4:3, X1:16:9, 0X: OSD 상, 1X: OSD 하, 
2X: FF ]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10에는, (11) 음성 출력 위치(Audio Put System) : [XXXXXXX1 : 서라운드 스피커 있음, XXXXXXX0 
: 서라운드 스피커 없음, XXXXXX1X : 센터 스피커 있음, XXXXXXOX: 센터 스피커 없음, XXXXX1XX: 서브 우퍼 있
음, XXXXXOXX: 서브 우퍼 없음]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11∼016에는, (12) FL(Front Left Channel), FR(Front Right Channel), SL(Sub Left Channel), SR 
(Sub Right Channe1), 센터, 서브 우퍼 음량: [DAC의 출력 레벨 (표시 값)]이 저장된다.

어드레스 017에는, (13) 자동 재생: [0: 콘센트 투입으로 자동 재생하지 않음 (전원 오프), 1: 콘센트 투입으로 자동 
재생함]이 저장된다.

어드레스 018에는, (14) OSD 메뉴 언어: [OSD의 표시 조합과 표시 언어]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19에는, (15) 디스크 메뉴 언어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lA에는, (16) DRC(다이내믹 레인지 콘트롤) : [0: 온, 1: 오프]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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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01B에는, (17) 스크린 세이버, 배경색: [X0: 스크린 세이버 오프, X1: 스크린 세이버 온, 0X∼FX: 배경색]
이 저장된다.

어드레스 01C에는, (18) 모 레벨: [1∼8]이 저장된다.

어드레스 0lD에는, (19) 광 디지털 출력: [0: 없음, 1: AC3/LPCM, 2: LPCM]이 저장된다.

어드레스 01E에는, (20) 표시의 밝기: [00: 노멀, 01: 디머1, 02: 디머2, 03: 오프]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01F에는, (21) CHECK SUM: [상기 (1)∼(19) 1 바이트마다의 가산 결과]가 저장된다.

어드레스 7EE, 7EF에는, (22) 모 비밀 번호: [4자릿수의 수치(BCD)]가 저장된다.

    
그런데, 광 디스크 재생 장치는 (2) 미디어 종별, 및 (3) 식별자 (DISC ID)에 관한 디스크 정보를 드라이브(1a)에 세
트된 미디어(1aa)에 기록된 데이터를 판독 수단(1ab)으로 판독하여 드라이브 제어부(2a)로부터 추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1aa)를 드라이브(1a)에 세트하여 재생할 때, 최초에 디스크 정보는 드라이브 제어부(2a)로부
터 추출되어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다. 이와 같이, 디스크 정보에 대해서는, 최초에 드라이브 제어부(2a)로부터 추
출되어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제어부(6)로부터의 지시에 기초하여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
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판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되는 상기 (4) 화상 정보, (7) 타이틀 번호 및 (8) 챕터 번호에 관한 영상 재생 정보에 
대해서는, 디코더부(8)를 통해 취득되어 워크 메모리(3)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제어부(6)로부터의 지시에 기
초하여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판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4) 화상 정보
는 (a: 화면의 애스펙트비, b: 영상 방식)는 사용자가 사용자 조작 입력부(5)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경우에는, 워크 메
모리(3)에 저장함과 동시에 디코더부(8)에 설정된다. (7) 타이틀 번호와 (8) 챕터 번호는, 자동 재생에 의해 사용자가 
특별히 설정하지 않은 경우와, 사용자가 설정하는 경우의 양쪽에 대응하기 위해, 디코더부(8)의 내부 상태를 판독하여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4) 화상 정보, (7) 타이틀 번호, 및 (8) 챕터 번호에 관한 영상 재생 정보는 
디코더부(8)에 있어서 신장하여 디코드하는 디코드 방식에 관계되는 정보이다.
    

    
영상 음성 출력부(7)로부터 출력하기 위한 출력 조건 (출력 방식)인 설정 정보[(5) 자막, (6) 음성, 가라오케, (10) 
TV 종류, OSD(On Screen Display), (11) Audio Put System, (12) 각 음성 채널의 음량, (13) 자동 재생, (14) 
OSD 메뉴 언어, (15) 디스크 메뉴 언어, (16) DRC, (17) 스크린 세이버, 배경색, (18) 모 레벨, (19) 광 디지털 출
력, (20) 표시의 밝기, (22) 모 비밀 번호 등]에 대해서도, 미리 사용자 조작 입력부(5)로부터의 입력에 의해 설정되
어 워크 메모리(3)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제어부(6)로부터의 지시에 기초하여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판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되는 영상 음성 출력부에 대한 설정 정보[(1) 관리 번호 0, (5) 자막, (6) 음성, 가라오
케, (10) TV 종류, OSD 위치, (11) 음성 출력 위치(Audio Put System), (12) FL, FR, SL, SR, 센터, 서브 우퍼 
음량, (13) 자동 재생, (14) OSD 메뉴 언어, (15) 디스크 메뉴 언어, (16) DRC(다이내믹 레인지 콘트롤), (17) 스
크린 세이버, 배경색, (18) 모 레벨, (19) 광 디지털 출력, (20) 표시의 밝기, 및 (22) 모 비밀 번호]는 상기 디스크 
정보 및 영상 재생 정보와 쌍을 이룬 정보이고, 사용자 조작 입력부(5)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선택 조작, 및 입력 조작
에 의해 제어부(6)가 취득하여 얻을 수 있다. 당연히 이들 정보는 워크 메모리(3)에도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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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 재생 중단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되거나 정전되거나 하
는 경우와, 통상의 전원 스위치를 OFF하는 경우에 따라 취득 상황이 다르게 된다.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
간적으로 차단되거나 정전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직전
에 샘플링된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된다. 실제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라스트 메
모리(9)에는 샘플링될 때마다 다른 복수의 영역에 저장되고, 일주하면 그 위에 덮어쓰여지기 때문에, 공급 전원이 순간
적으로 차단되거나 정전될 때, 그 직전의 복수의 샘플링된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게 된다. 또한 통상의 전원 스위치를 OFF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기록 재생한 기록 재생 영역의 최후부의 위
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된다.
    

    
다음에, 라스트 메모리(9)에 기억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즉, 드라이브(1a)에 세트되는 광 디스크 (미디어)의 
재생 정보 (예를 들면 32 바이트의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 및 재생 중단 위치 정보)는 미디어의 교
체시마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P1로부터 예를 들면 P5까지의 메모리 영역에 순서대로 기록되어 가고, 최종 영역 
P5까지 가면, 다시 P1로부터 덮어쓰기하여 기억해 가게 된다. 드라이브(1a)에 세트된 소정 디스크가 재생되면, 우선 
샘플링 시간인 예를 들면 1분 후에 P1로부터 최초의 재생 정보 (32 바이트)가 기록되고, 그 1분 후에 P2로부터, 그 1
분 후에 P3으로부터, 그 1분 후에 P4로부터, 순차 재생 정보 (32 바이트)가 기록되어 가게 된다. P5로부터 재생 정보
가 기록되면, 다음은 P1로부터 다시 덮어쓰기하여 재생 정보가 기록되어 가게 된다.
    

따라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한 메모리맵 (2K의 EEPROM)에서, 디스크 당 약 6회의 로테이션을 함으로써 
최대 디스크 10개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B1∼B6은, 드라이브(1a)에 세트된 각 디스크에 있어서, 샘
플링된 재생 정보가 순차 기록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Disc1∼Disc10은 드라이브(1a)에 세트된 10개분 디스크의 정보
가 기록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그래서, 1일, 4시간 광 디스크 재생 장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제어부(6)가 라스트 메모리(9)인 EEPROM에 디스
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 및 설정 정보, 및 재생 중단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1분간에 1회 기록하면, 1일에 240회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로테이션을 6회함으로써, 동일한 위치
에 기록되는 횟수는 1일 40회가 된다. 따라서, EEPROM의 허용가능한 기록 횟수인 10만회에 도달할 때까지는, 6년 2
개월간 기록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 및 설정 정보, 및 재생 중단 위치를 나
타내는 정보로서의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약 1분간마다 라스트 메모리(9)인 EEPROM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제어부(6)로부터의 제어에 기초하여,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되어 있는 재생 중의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 및 설정 정보나 재생 중단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EEPROM이나 플래시 메모리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재생 장치에 대해,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에 의해 공급 전원이 OFF되거나, 전원 스위치 (전원 버튼)를 OFF로 하더라도, 그 
전의 재생 상태에 의한 디스크 정보, 디코드 방식에 관한 영상 재생 정보, 및 영상 음성 출력부에 대한 설정 정보, 및 재
생 중단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되어 보존되어 있으므
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불의에 전원이 OFF로 된 경우에도, 다음번에 전원 스위치 (전원 버튼)를 ON으로 하여 그 위
치로부터 계속하여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다음번 전원 ON 시의 초기 모드와 초기 동작 처리 플로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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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번 전원 ON 시의 초기 모드에 대해 설명한다.

① 라스트 메모리(9)에 디스크 식별자(ID)와 영상 재생 정보 및 영상 음성 출력부에 대한 설정 정보 및 재생 중단 위치
를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광 디스크
를 드라이브(1)에 삽입한 경우, 혹은 삽입하고 있는 경우, 전회(前回) 스톱, 전원 스위치를 OFF 혹은 공급 전원이 순
간적으로 차단한 부분으로부터, 또는 처음부터의 재생을 사용자가 할 수 있다.

② 신규 디스크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처음부터 재생이 된다. 즉, 신규 디스크의 경우에는, 제어부(6)는 사용자 조작 입
력부(5) 등을 이용하여 입력된 디폴트의 값을 영상 음성 출력부(7)에 대해 설정한다.

다음에, 초기 동작 처리 플로우에 대해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스텝 S41에서, 광 디스크를 드라이브(1)에 세트 (삽입)할 때, 드라이브 제어부(2)는 드라이브(1)로부터 디스크 
식별자(Disc ID) 등의 디스크 정보를 취득하고, 버스(10)를 통해 워크 메모리(3)에 기억한다.

다음에, 스텝 S42에서, 제어부(6)는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 디스크 식별자(Disc ID)와 동일한 것이 라스트 메모리
(9)에 저장된 디스크 식별자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Yes) 경우에는 상기 ①의 초기 모드가 되고, 없는 (
No) 경우에 상기 ②의 초기 모드 (디폴트 모드)가 된다.

다음에, 스텝 S43에서, 제어부(6)는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된 상기 디스크 식별자가 부여된 영상 재생 정보[(4) 화
상 정보, (7) 타이틀 번호, (8) 챕터 번호] 및 재생 중단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샘플링된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워크 메모리(3)에 기억하여 취득한다.

다음에, 스텝 S44에서, 제어부(6)는 라스트 메모리(9)에 기억된 도 5에 도시한 메뉴 화면(55)의 프로그램을 판독하여 
영상 음성 출력부(7)의 모니터 (표시 수단)에 표시하고, 사용자 선택 항목의 제시를 행한다.

    
다음에, 스텝 S45에서, 사용자는 모니터에 표시된 메뉴 화면에서, 「1.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시청」, 「2. 처음부터의 
시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그 선택된 결과가 제어부(6)에 입력되게 된다. 또, 스텝 S45에서, 사용자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모콘(61)에 의해 제어부(6)로 입력함으로써, 「1.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시청」, 「2. 처음부터의 
시청」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 번호 63은 "LAST"의 버튼이고, 이것을 누름으로써 계속해서 재
생을 선택할 수 있다. 참조 번호 64는 "Play"의 버튼이고, 이것을 누름으로써 타이틀의 처음부터 재생할 수 있다. 또한, 
키보드(62) 등으로 지정함으로써 챕터의 처음부터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제어부(6)는 스텝 S45에서 사용자가 「 1.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시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스텝 S46에서, 이 
선택된 결과에 대응한 라스트 메모리(9)로부터 판독되어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 재생 중단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인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등에 기초하여,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드라이브 제어 신호를 드라이브 제어부(2)에 제
공한다. 또한,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되는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압축된 영상 음성 디지털 데이터를 워크 메모리(3)에 기
억하는 어드레스 등의 영역을 설정한다.
    

    
이어서, 제어부(6)는 스텝 S47에서, 상기 선택된 결과에 대응하는 라스트 메모리(9)로부터 판독된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 영상 재생 정보의 화상 정보에 기초하여 디코더부(8)로 디코드 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제어부(6)는 영상 음성 
출력부에 대한 설정 정보에 기초하여 영상 음성 출력부(7)에서 출력하는 영상 출력 방식을 설정한다. 이어서, 제어부(
6)는 워크 메모리로의 설정, 및 영상 출력 방식의 설정을 종료하면, 스텝 S48에서, 드라이브 제어부(2) 및 디코더부(
8)에 대해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재생 지시를 행함으로써,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압축된 영상 음성 디지털 데이터를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하여 워크 메모리(3)가 설정된 어드레스 등의 영역에 기록시킨다. 또한, 제어부(6)는 디코더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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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워크 메모리(3)로부터 판독된 압축되어 있는 영상 음성 디지털 데이터를 상기 디코드 방식으로 디코드하여 영상 
음성 출력부(7)로부터 상기 설정된 출력 방식 (출력 조건)으로 출력하여 계속되는 부분부터 재생시킨다.
    

또, 스텝 S42에서, 제어부(6)는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 디스크 식별자(Disc ID)와 동일한 것이 라스트 메모리(9)
에 저장된 디스크 식별자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없는 (No) 경우에 상기 ②의 초기 모드 (디폴트 모드)가 된다.

    
또한, 제어부(6)는, 스텝 S45에서 사용자가 「2. 처음부터의 시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스텝 S43에서 워크 메모리(
3)에 영상 재생 정보가 취득되어 있으므로, 스텝 S49에서, 이 취득된 영상 재생 정보에 기초하여, 타이틀, 또는 챕터, 
또는 디스크의 처음부터의 드라이브 제어 신호를 드라이브 제어부(2)에 제공한다. 또한, 제어부(6)는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되는 타이틀, 또는 챕터, 또는 디스크의 처음부터의 압축된 영상 음성 디지털 데이터를 워크 메모리(3)에 기억하는 
어드레스 등의 영역을 설정한다. 이어서, 제어부(6)는 스텝 S50에서, 상기 선택된 결과에 대응한 라스트 메모리(9)로
부터 판독되어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 영상 재생 정보의 화상 정보에 기초하여 디코더부(8)에 디코드 방식을 제공함
과 함께 영상 음성 출력부에 대한 설정 정보에 기초하여 영상 음성 출력부(7)에서 출력하는 영상 출력 방식을 설정한다. 
이어서, 제어부(6)는, 워크 메모리에의 설정, 및 영상 출력 방식의 설정을 종료하면, 스텝 S51에서, 드라이브 제어부(
2) 및 디코더부(8)에 대해 타이틀, 또는 챕터, 또는 디스크의 처음부터의 재생 지시를 행함으로써, 처음부터의 압축된 
영상 음성 디지털 데이터를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하여 워크 메모리(3)가 설정된 어드레스 등의 영역에 기록시킨다. 또
한, 제어부(6)는 디코더부(8)에서 워크 메모리(3)로부터 판독된 압축되어 있는 영상 음성 디지털 데이터를 상기 디코
드 방식으로 디코드하여 영상 음성 출력부(7)로부터 상기 설정된 출력 방식 (출력 조건)으로 출력하여 타이틀, 또는 챕
터, 또는 디스크의 처음부터 재생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재생 장치에 있어서,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OFF되거나, 정전
에 의해 공급 전원이 OFF되거나, 전원 스위치 (전원 버튼)를 OFF로 하더라도, 그 직전의 재생 상태에 의한 재생 영상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디스크 정보, 영상 재생 정보 및 영상 음성 출력부에 대한 설정 정보가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되어 보존되어 있으므로, 전원 스위치 (전원 버튼)를 ON으로 하여 상기 ①의 재생 모드에 있어서, 사용자가 선택
하여 지정하는 「1. 계속되는 부분부터의 시청」, 「2. 처음부터의 시청」에 따라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미 시청한 디스크에 대해서도, 영상 재생 정보나 설정 정보도, 10개분에 대해서는,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되
어 있으므로, 제어부(6)는 영상 재생 정보를 디코더부(8)에 제공할 수 있음과 함께, 설정 정보를 영상 음성 출력부(7)
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디스크를 드라이브(1)에 삽입하고, 전원 스위치 (전원 버튼)을 ON으로 한 경우에는, 상기 ②의 재생 모드
에 따라서, 디폴트로 처음부터의 재생이 된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 (소위 DVD-RAM 장치를 응용한 기록 재생 장치)의 일 실시 형태에 
대해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광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의 일 실시 형태를 나타낸 전체 개략 구성
도이다. 드라이브(1b)는, DVD-RAM 등의 광 정보 기록 매체의 미디어(1ba)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기록
하는 것이다. 판독·기록 수단(1bb)은 미디어(1ba)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기능과, 미디어(1ba)에 대해 디지
털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능을 갖는다. 구동 수단(1bc)은 미디어(1ba)를 회전 구동하고, 판독·기록 수단(1bb)을 주행 
구동하는 것이다. 드라이브 제어부(2b)는 마이크로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드라이브 제어부(2b)는, 제
어부(6)로부터 버스(10)를 통한 지시를 받아, 드라이브(1b)의 재생, 기록을 제어하고, 미디어 내의 영상 음성에 관한 
디지털 데이터를 판독하여 버스(10)를 통해 워크 메모리(3)에 기억하거나, 워크 메모리(3)에 기억된 디지털 데이터를 
버스(10)를 통해 판독하여 미디어 내에 기록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드라이브 제어부(2b)는 미디어에 기록된 기록 정
보 중의 데이터로부터 검지되는 디스크 종별, 디스크의 식별자(ID) 등의 디스크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기능을 갖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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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메모리(3)는 드라이브 제어부(2b)가 광 디스크로부터 판독하여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 드라이브 제어부(2a)
로부터 얻어지는 디스크 정보, 디코더부(8)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재생 정보 및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그리
고, 제어부(6)로부터 얻어지는 사용자의 선택 조작 혹은 입력 조작에 의한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이 워크 메모리(3)는 
DRAM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하는 재생 정보를 집약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또한, 워크 메
모리(3)는 드라이브(1b)의 미디어(1ba)에 대해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능도 갖는다.
    

또, 드라이브 제어부(2b)로부터 얻어지는 디스크 정보, 디코더부(8)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재생 정보, 디코더부(8)로
부터 얻어지는 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제어부(6)로부터 얻어지는 사용자의 선택 조작 및 입력 조작에 의한 
설정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다.

타이머(4)는 임의의 시간 간격, 여기서는 1분간마다 제어부(6)에 인터럽트 지시하는 인터럽트 지시 수단이다. 이 타이
머(4)는 발진기와 상기 발진기로부터 일정한 주기로 발진하여 출력되는 펄스 신호를 계수하는 카운터로 구성할 수 있
다.

    
제어부(6)는 도 1에 도시한 광 디스크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지니고, 또한 디코더부(8)가 관리하고 있는 기
록하는 디스크의 물리 위치 (영상 기록 위치: 영상 기록 위치)의 정보를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시의 타이밍 (예를 들
면 1분마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하고, 이 추출된 영상 기록 위치 (영상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드라이브 제어
부(2b)를 통해 판독·기록 수단(1bb)에 의해 미디어(1ba)에 기록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제어부(6)
는, 전원 스위치를 OFF할 때에는, 전원의 공급을 받고 있는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기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 
정보 (LAST 위치 정보)를 워크 메모리(3)로부터 판독하여 드라이브 제어부(2b)를 통해 판독·기록 수단(1bb)에 의
해 미디어(1ba)에 기록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상 음성 출력부(7)는 도 1에 도시한 광 디스크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디코더부(8)는 도 1에 도시한 광 디스크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디코더부(8)는 데이터 입
력부(12)로부터 입력된 영상 음성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예를 들면 MPEG-2 등에 의해 압축된 영상 음성 등의 디지
털 데이터에 디코드하여 워크 메모리(3)에 저장하고, 또한 PTS 관리도 행하므로, 드라이브(1b)의 미디어(1ba)에 대
해 기록하는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정보 (영상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도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라스트 메모리(9)는 도 1에 도시한 광 디스크 재생 장치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데이터 입력부(12)는 카메라나 이미지 스캐너 등으로 구성되어, 영상 음성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드라이브 제어부(2b), 워크 메모리(3), 제어부(6), 영상 음성 출력부(7), 디코더부(8), 타이머(4), 라스트 메
모리(9) 및 데이터 입력부(12)는 버스(10)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입력부(12)로부터 입력된 영상 음성 등의 데이터는, 디코더부(8)에서 미디어(1ba)에 
기록하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워크 메모리(3)에 저장된다. 또한, 디코더부(8)로부터 타이머(4)의 인터럽트 지
시의 타이밍 (예를 들면 1분마다)으로 샘플링하여 추출되는 미디어(1ba)에 대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미디어
(1ba)에 대해 마지막으로 기록한 기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도 워크 
메모리(3)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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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어부(6)는 워크 메모리(3)에 저장된 영상 음성 등의 디지털 데이터, 및 샘플링된 기록 위치 정보 및 최후부
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버스(10)를 통해 드라이브 제어부(2b)에 송신하
도록 제어한다. 그렇게 하면, 드라이브 제어부(2b)는 드라이브(1b)를 제어하여, 수신된 영상 음성 등의 디지털 데이터, 
및 샘플링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미디어(
1ba)에 기록한다.
    

    
따라서, 미디어(1ba)에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할 때, 전원 사정이 나빠서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되거나 정전되거
나 하더라도, 그 직전의 샘플링된 기록 위치 정보가 미디어(1ba)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급 전원이 ON으로 되어 그 
위치로부터 계속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샘플링이 예를 들면 1분마다 행해지는 경우, 샘
플링되었을 때로부터, 공급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 혹은 정전되었을 때까지의 예를 들면 1분 이하의 동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데이터가 덮어쓰여지게 된다. 통상, 전원 스위치가 OFF가 된 경우에는,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
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미디어(1ba)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후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는, 이 최후부의 위
치를 나타내는 정보 (L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부터 디지털 데이터가 기록되게 된다.
    

또, 미디어(1ba)에 기록하는 샘플링된 기록 위치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L
AST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워크 메모리(3)로부터 판독하여 라스트 메모리(9)에 저장하여도 좋다.

또한, 미디어(1ba)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재생할 때에는, 도 1에 도시한 광 디스크 재생 장치와 마차가지로 재생하여 
영상 음성 출력부(7)로부터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광 디스크 재생 장치의 별도의 실시 형태에 대해,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상술한 실
시 형태와 다른 점은, 라스트 메모리(9)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광 디스크 재생 장치의 구성, 동작 등에 대해서는 
상술한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며, 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도 8은 상기 실시예에서, 라스트 메모리(9)를,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는 동안, 재생 정보를 로테이션 기억하는 일시 기
억 영역과, 디스크의 교환 시에만 재생 정보를 기억하는 주 기억 영역으로 분리한 메모리맵 이미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에 있어서 참조 번호 801은 라스트 메모리(9)의 사용 이미지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802는 재생 정보를 기록하는 
주 기억 영역, 참조 번호 803은 재생 정보를 로테이션시켜 기록하는 일시 기억 영역이고, 참조 번호 804는 사용자의 선
택 조작, 및 입력 조작에 의한 설정 정보를 기억하는 설정 기억 영역이다.

상기 재생 정보 및, 설정 정보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도 9는 도 2에서 도시한 메모리맵으로부터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로 분리하여 구성하였을 때의 상기 재생 정보의 메모
리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9에서, 참조 번호 901은 재생 정보, 참조 번호 902는 어드레스, 참조 번호 903은 요소의 사이즈, 참조 번호 904는 
재생정보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디스크 ID905는 디스크 고유의 식별자이고, VCD의 경우, 예를 들면 ISO9660 규격
으로 기술되어 있는 Volume Descriptor 등이다. 관리 번호 0906은 상기 일시 기억 영역(803)에 재생 정보를 저장할 
때의 인덱스이고, 미디어 종별(907)은 DVD나 VCD 등의 미디어 종별의 식별자이고, 라스트 위치(908)는 재생 중단 
시의 재생 시간을 나타내며, 관리 번호 1909는 상기 주 기억 영역(802)에 재생 정보를 저장할 때의 인덱스이고, 애스
펙트, NTSC/PAL910은 애스펙트비, 영상 신호 종별을 나타내며, 자막(911)은 영어나 일본어 등 자막 식별자이며, 음
성, 가라오케(912)는 음성 채널 등의 식별자이고, 타이틀 번호 1(913)은 DVD를 재생한 때의 타이틀 번호이고, 챕터 
번호(914)는 DVD를 재생한 때의 챕터 번호이고, 타이틀 번호 2(915)는 자막을 갖는 타이틀 번호를 나타내며, CRC(
916)는 상기 905∼915의 정보의 CRC 에러 정정을 위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여기서, 타이틀 번호 1(913), 챕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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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타이틀 번호 2(915)는 VCD나 CD-DA나 그 밖의 미디어의 경우, 디스크의 트랙 번호나, 디스크의 판독 어드
레스 등이어도 좋다. 상기 재생 정보는 전부 32 바이트 정도이다.
    

도 10은 도 2에서 도시한 메모리맵을 재생 정보와 설정 정보로 분리하여 구성하였을 때의 상기 설정 정보의 메모리맵이
다. 설정 정보는 광 디스크 재생 장치에 고유한 설정 정보이고, 전원 온 시에 워크 메모리(3)에 설정된다. 도 5에 도시
한 계속 재생의 선택 화면 표시의 유무도 설정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도 10에서, 설정 정보(1001)는 라스트 메모리(9)에서의 배치 어드레스(1002), 요소의 사이즈(1003), 설정 정보(1
004)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설정 정보(1001)는 TV 종별, OSD 위치, 음성 출력 위치, FL 음량, FR 음량, SL 음량, 
SR 음량, 센터 음량, 서브 우퍼 음량, 자동 재생, OSD 메뉴 언어 (영어, 일본어 등), 디스크 메뉴 언어 (영어, 일본어 
등), DRC, 스크린 세이버, 배경색의 유무, 및 배경색, 모 레벨, 광 출력의 유무, 표시의 밝기, 일시 정지 화상 포맷, 모 
패스워드, 모 비밀 번호 등의 정보 대략 32 바이트로 구성되어, 설정 기억 영역(804)에 저장된다.
    

여기서, 설정 정보는 미디어의 종별에 의해 설정하여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다음에, 일시 기억 영역에 대한 상기 재생 정보 (32 바이트)의 저장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드라이브(1a)에 세트되는 광 디스크 (미디어)가 재생되면,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샘플링 시간인 예를 들면 
1분 후에, P1로부터 최초의 재생 정보가 기록되고, 그 1분 후에 P2로부터, 그 1분 후에 P3로부터 순차적으로 상기 재
생 정보가 기록되어 가고, P11로부터 재생 정보가 기록되면, 다음은 다시 P1로부터 덮어쓰기하여 재생 정보가 기록되
어 간다. 그 때, 제어부(6)는 상기 재생 정보의 관리 번호 0을 1개씩 증가시켜 기록한다. 그 때, 관리번호 0의 값과 기
록 위치는 워크 메모리(3)에 기록된다. 여기서, 관리 번호 0이 최대의 값 FF Hex를 넘은 경우, 다음에 기록할 때의 관
리 번호 0은 0부터 붙인다.
    

여기서, 상기 관리 번호 0은 전원 온 시에 제어부(6)가, 일시 기억 영역(803)을 검색하여 최대의 관리 번호 0의 값을 
취득하여 워크 메모리(3)에 저장하고, 다음번 일시 기억 영역(803)에 기록할 때에 그 다음의 번호를 붙인다.

다음에, 실제의 광 디스크 재생 장치의 동작에 따라서, 주 기억 영역(802)에 대한 재생 정보의 저장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도 11은 전원 온 시의 제어부(6)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의 라스트 메모리의 저장 이
미지를 이용하여, 플로우를 설명한다. 전원이 들어가면 (S1101), 제어부(6)는 일시 기억 영역으로부터 최대의 관리 번
호 0의 값을 갖는 재생 정보(1202)를 검색하고, 상기 재생 정보의 관리 번호 0의 값 24를 일시 기억 최신 관리 번호로
서 취득하고(S1102), 또한 상기 재생 정보의 다음 기록 위치 P5를 다음번 일시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S1103). 
계속해서 제어부(6)는, 일시 기억 영역 내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재생 정보(1202)의 디스크 ID와 동일한 디스크 ID를 
갖는 재생 정보(1203)를 검색한다 (S1104). 계속해서, 디스크 ID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S1105), 디스크 
ID가 일치할 때, 그 기록 위치 P13을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S1106). 디스크 lD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 이번에는 미사용 영역의 유무를 판단하고(S1107), 미사용 영역의 위치를 검색하고(S1109), 미사용 영역의 선두 
위치 P14를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S1106). 또한, 미사용 영역도 없는 경우, 주 기억 영역 내의 관리 
번호 최소 재생 정보를 검색하고(S1108), 주 기억 영역에 기록된 재생 정보 중 최소의 관리 번호 1을 갖는, 즉 가장 먼
저 주 기억 영역에 기록된 재생 정보 저장 위치를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S1106). 이 때, 주 기억 영
역에 기록된 재생 정보 중, 최대의 관리 번호 1의 값을 갖는 재생 정보, 즉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재생 정보(1204)를 검
색하고, 상기 재생 정보의 관리 번호 1, 도 12에서는 5를 주 기억 최신 관리 번호로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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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디스크의 삽입 후의 제어부(6)의 동작 플로우이다. 전원 온 후에 소정의 디스크를 재생할 때의 라스트 메모리
의 기록 순서에 대해 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소정의 디스크를 드라이브 장치(1a)에 삽입하면 (S1301), 제어부(6)는 상기 디스크의 디스크 ID를 취득하여, 상기 일
시 기억 영역의 최신 재생 정보의 디스크 ID와 비교하여(S1302)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전원 온 시에 취득한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에 상기 일시 기억 영역의 최신의 재생 정보를 기록한다(S1303). 그 때, 전원 온 시에 제어부(6)가 
취득한, 상기 주 기억 최신 관리 번호를 1 증가시켜 기록한다. 동시에 제어부(6)는 주 기억 최신 관리번호를 워크 메모
리(3)에 기록한다. 관리 번호 1이 FFFFFFFF Hex를 넘는 경우, 주 기억 영역 내의 재생 정보를 다시 관리 번호 1이 
적은 순서로 0부터 다시 부여한다. 또한 제어부(6)는 주 기억 영역(802)으로부터 삽입된 디스크의 디스크 ID가 일치
한 때(S1304), 그 기록 위치를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S1306). 디스크 lD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번에는 미사용 영역의 유무를 판단하고(S1306), 미사용 영역의 위치를 검색하고(S1308), 미사용 영역의 선두 위치를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S1306). 또한, 미사용 영역도 없는 경우, 주 기억 영역 내의 관리 번호 최소의 
재생 정보를 검색하고(S1307), 주 기억 영역에 기록된 재생 정보 중 최소의 관리 번호 1을 갖는, 즉 가장 먼저 주 기억 
영역에 기록된 재생 정보 저장 위치를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S1306).
    

여기서, 도 12, 도 14를 이용하여 디스크의 삽입 시의 제어부(6)의 동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디스크 ID 33의 디스크 A가 재생되고, 제어부(6)가 도 12의 P4의 위치까지 재생 정보를 기록한 후, 디스크 ID 16의 
디스크 B가 삽입된 경우, 제어부(6)는 새롭게 드라이브(1a)에 세트된 디스크 B의 디스크 ID 16을 취득하고, 디스크 
삽입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재생 정보(1202)의 디스크 ID와 비교하여, 디스크 lD가 다르므로 도 12의 P3에 기록한 
재생 정보(1202)를 다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 P13에 기록한다. 그 때, 관리 번호 1을 상기 주 기억 최신 관리 번호를 
1 증가시킨 값, 6으로 갱신하여 기록한다. 또한, 제어부(6)는 주 기억 영역으로부터 디스크 1D가 16인 재생 정보 저장 
위치를 검색하고, 디스크 lD가 일치하는 재생 정보를 갖는 저장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미사용 영역 개시 위치 P14를 다
음번 주 기억 기록 위치로서 취득한다. 여기서 또한 디스크 A가 재생되고, 도 14와 같이 P1까지 재생 정보가 기록된 후, 
계속해서 디스크 A가 삽입된 경우, 제어부(6)는 디스크 삽입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재생 정보(1402)의 디스크 lD가 
동일하므로, 주 기억 영역에는 기록하지 않고, P2로부터 재생 정보를 기록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라스트 메모리를 일시 기억 영역과, 주 기억 영역으로 나누고, 또한 일시 기억 영역에서 재생 정보를 
로테이션하여 기록하고, 디스크의 교환 시에만 주 기억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EEPROM의 동일 장소에 대한 기록 횟수
를 삭감시킬 수 있다.

또한, 관리 번호 1을 이용하여, 주 기억 영역의 재생 정보의 신구를 관리함으로써, 언제나 최근의 재생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브,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상기 드라이브에 장착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식별자를 기록 정보 중의 데이터로부터 검지하여 식별하는 식별 기능을 갖는 드라이브 제어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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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
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에 출력하는 디코더부,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 인터럽트 지시를 내는 인터럽트 지시 수단,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
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및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제
어부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부는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
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 출력하며,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재생 위
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및 상기 디코더부로부터 얻어지는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워크 메모리는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
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와 변환 방식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변환 방식에 관한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
성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워크 메모리는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
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부터 출력하는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
를 기억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
성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이한 복수의 영역에 순차적으로 저장시키고, 상기 복수의 영역에 기록되면 
그 위에 순차적으로 덮어쓰기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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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부터 출력하는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를 설정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시
키는 설정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7.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브,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상기 드라이브에 장착된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식별자를 기록 정보 중의 데이터로부터 검지하여 식별하는 식별 기능을 갖는 드라이브 제어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에 출력하는 디코더부,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 인터럽트 지시를 내리는 인터럽트 지시 수단,

불휘발성 메모리,

새롭게 재생할 때, 계속 재생 위치로부터 재생을 개시할지의 여부를 선정하는 선정 수단, 및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
리에 저장된 식별자 정보 및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고, 
상기 새롭게 재생할 때,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고 상기 선정 수단에 의해 계속 재생 위치로부터의 재생이 선정된 경우에는, 상기 불휘발성 메
모리로부터 판독된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제어하여 계속 재생 위치로부터 재
생 제어하는 제어부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부는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
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에 출력하고,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재생 위
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및 상기 디코더부로부터 얻어지는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워크 메모리는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
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와 변환 방식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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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변환 방식에 관한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
성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워크 메모리는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에서 식별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
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와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부터 출력하는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
를 기억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식별자 정보, 재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및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
성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이한 복수의 영역에 순차적으로 저장시키고, 상기 복수의 영역에 기록되면 
그 위에 순차 덮어쓰기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로부터 출력하는 출력 방식에 관한 정보를 설정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시
키는 설정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재생 장치.

청구항 13.

광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브,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
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드라이브 제어부,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고,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 인터럽트 지시를 내리는 인터럽트 지시 수단,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
리에 기억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통해 상기 드라이브에 의해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 및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에 출력하는 디코더부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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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크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와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기억하고,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새롭게 기록할 때, 계속 기록 위치로부터 기록을 개시할지의 여부를 선정하는 선정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선정 수단에 의해 계속 기록 위치로부터의 기록이 선정된 경우에는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
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제어하여 계속 기록 위치로부터의 데이터의 기록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럽트 지시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원하는 시간 간격 또는 주기로의 인터럽트 지시에 기초하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기록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

청구항 17.

광 정보 기록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를 판독하는 드라이브,

정보를 기록하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된 기록 정보로부터 재생하여 영상 음성 데이
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드라이브 제어부,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의 광 정보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
타내는 정보를 기억하며, 또한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로부터 추출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억하는 워크 메모리,

상기 워크 메모리에 기억된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통해 상기 드라이브에 의해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기록 영역의 최후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드라이브 제어부를 통
해 상기 드라이브에 의해 상기 광 정보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영상 음성을 출력하는 영상 음성 출력부, 및

상기 워크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판독하고, 이 판독된 영상 음성 데이터를 원하는 영상 음성 데이터로 변
환하여 상기 영상 음성 출력부에 출력하는 디코더부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정보 기록 매체의 기록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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