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11B 20/1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103392

2005년10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4-0028661

(22) 출원일자 2004년04월26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고참한

경기도화성시태안읍반월리신영통현대3차아파트308동302호

이강희

경기도화성시태안읍반월리865-1현대아파트101-403호

(74) 대리인 김동진

정상빈

심사청구 : 없음

(54)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

한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오디오 저장매체 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소정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오디오 저장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 및

부가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부와, 사용자의 키 선택에 따른 키 신호 값을 입력받는 키 입력부와, 상기 키 입력부를 통해 입

력된 키 신호값에 따라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제1 메뉴 모드 또는 오디

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제2 메뉴 모드를 선택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오디오 저장매체, SACD, 곡명 정보, 메뉴 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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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00 : 판독부 200 : 키 입력부

  300 : 판단부 400 : 메뉴 처리부

  500 : 출력부 600 :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

한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오디오 저장매체 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소정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는 텍스트, 오디오, 영상 등의 데이터를 트랙 단위로 구분 저장하여, 필요

에 따라 트랙에 기록된 데이터를 독출 재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광기록매체로써, 모든 컴팩트 디스크는 레드북(Red Book)

표준안에 의해 트랙의 수와 시작점 및 각 트랙의 길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TOC(Table Of Content)가 기록되는 리

드인 영역(Lead-in Area), 실제 오디오 데이터가 기록되는 프로그램 영역(Program Area), 디스크의 끝을 나타내는 리드

아웃 영역(Lead-out Area)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오디오만을 위해 만들어진 CD 형식인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CD Digital Audio: CDDA)의 경우 리드인 영역의

TOC에는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는 곡수, 각 곡의 재생 시간 및 전체 재생 시간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오디오 컴팩

트 디스크가 삽입되면 리드인 영역에 기록된 TOC를 판독하여 TOC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의 DVD 플레이어에서 CDDA를 재생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의 TOC에 기록된 정보(예를 들어, 곡수, 각 곡

의 재생 시간 및 전체 재생 시간 등)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블랙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의 곡 수 및 곡의 재생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문제점

이 있다.

  한편,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는 곡명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곡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크 케이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된다.

  또한, 항상 곡의 리스트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경우 DVD 플레이어의 제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으로 인해 다른 여

러 기능들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곡의 리스트를 화면에 장시간 디스플레이 할 경우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도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공개특허 2002-0079868(데이터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장치 및 방법과 이장치 및 방법에 사용되는 데이터

매체)는 데이터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장치 및 매체에서 데이터를 판독하고 그 데이터의 추가정보를 표시 하는 것

으로 SACD의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사용하는 장치를 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재생 곡명 리스트를 포함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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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제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을 제공하는 플레이어에서 오디오 저장매체 재생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소정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임의 선택 및 기호에 따라 해당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메뉴 온/오프 모드를 동작시킬

수 있으며, 장시간 재생되는 오디오 저장매체의 경우에도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

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오디오 저장매

체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 및 부가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부와, 사용자의 키 선택에 따른 키 신호 값을 입력받는 키 입력부

와, 상기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키 신호값에 따라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제공하

는 제1 메뉴 모드 또는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제2 메뉴 모드를 선택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제어

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오디오 저장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

터 및 부가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키 선택에 따른 키 신호 값을 입력받는 단계; 및 상기 입력된 키 신호값에 따

라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제1 메뉴 모드 또는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제2 메뉴 모드를 선택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로서, 판독부(100), 키 입

력부(200), 판단부(300), 메뉴 처리부(400), 출력부(500) 및 제어부(6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참고로, 본 실시예에서는 DVD 플레이어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오디오 저장매체의 전용 플레이어가 아닌 플레이어 시

스템으로서 제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을 제공하는 어떤 플레이어 시스템이라도 적용가능하다.

  판독부(100)는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예를 들어, SACD: Super Audio Compact Disc)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 및 부가 정보를 픽업하여 판독하는 것으로, 즉 SACD가 삽입되면 삽입된 SACD의 리드인 영역을 탐색하여 부가정

보를 판독하고, 프로그램 영역을 탐색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제어부(600)로 전달한다.

  여기에서, 상기 부가 정보는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가수, 곡 번호, 곡명, 각 곡의 재생 시간 및 전체 재생 시간 등의 정보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SACD는 CDDA와 비교해 좋은 음질을 가지는 것은 물론 CDDA에 없는 곡번호에 해당되는

곡의 이름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

  키 입력부(200)는 사용자의 키 선택에 따른 키 신호 값을 입력받는 것으로, 즉 사용자의 키 조작에 따라 발생된 키 신호

(동작 명령) 값을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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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부(300)는 키 입력부(200)를 통해 입력된 키 신호값 및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를 판단하는 것으로, 즉 입력부(200)

가 입력한 키 신호값을 기초로 사용자가 선택한 키 신호값을 판단하여 제어부(600)에게 전송하고, 키 신호값 판단 결과 수

신된 키 신호값이 메뉴 선택 키값인 경우, 판단부(300)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메뉴 모드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과에 따

른 현재 설정되어 있는 메뉴 모드가 제1 메뉴 모드인 경우, 제어부(600)에게는 제2 메뉴 모드의 정보를 전송한다.

  여기서, 메뉴 모드는 제1 메뉴 모드 및 제2 메뉴 모드로 나뉘며, 제1 메뉴 모드는 메뉴 온(Menu On) 모드로, 제2 메뉴 모

드는 메뉴 오프(Menu Off) 모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제1 메뉴 모드(즉, 메뉴 온 모드)일 경우에는 화면에 해당 오디오 저

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소정의 정보(곡명, 곡 번호, 재생 시간 등)가 제공 되고, 제2 메뉴 모드(즉, 메뉴 오프 모드)일

경우에는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판단부(300)의 판단 결과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가 '제2 메뉴 모드(즉, 메뉴 오프)'인 경우, 판단부(300)는 제

어부(600)에게 '제1 메뉴 모드(즉, 메뉴 온)' 정보를 전송한다. 이는,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가 '제2 메뉴 모드'인 경우에서

사용자가 메뉴 선택키를 선택하였다면 이 경우는 사용자가 '제1 메뉴 모드'의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

문이다.

  메뉴 처리부(400)는 화면에 디스플레이될 메뉴 모드를 처리하는 것으로, 즉 제어부(600)가 전송한 메뉴 모드 정보를 기

초로 해당 메뉴 모드에 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예를 들어, 제어부(600)가 전송한 메뉴 모드가 제1

메뉴 모드이면 해당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소정의 정보들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만약 제어부(600)가 전송한 메뉴 모드가 제2 메뉴 모드이면 블랙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처리한다.

  출력부(500)는 메뉴 처리부(400)가 처리한 메뉴 모드에 따른 해당 메뉴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으로, 즉 메뉴 온 모드일 경

우에는 화면에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에 수록된 오디오 데이터의 부가 정보(곡명, 곡 번호, 재생 시간 등)를

출력하고, 메뉴 오프 모드일 경우에는 블랙 화면을 띄우거나 기본 정보를 출력한다.

  또한, 출력부(500)는 디스플레이된 곡명 중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명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 주어 현재 재생되는 사용자

가 곡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제어부(600)는 사용자의 키 신호가 수신되면 판단부(300)가 판단한 메뉴 모드에 따라 해당 메뉴 모드가 디스플레이 되도

록 제어하는 것으로, 즉 키 입력부(200)가 사용자가 선택한 키 신호값을 전송하면, 수신된 키 신호값을 판단부(300)로 전

송하고, 이에 판단부(300)가 분석한 키 신호값에 따른 해당 명령 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분석한 키 신호값이 메뉴 선택 키값인 경우 판단부(300)가 판단하여 전송한 메뉴 모드를 메뉴 처리부(400)에게

전송하고, 메뉴 처리부(400)가 처리한 해당 메뉴 모드에 따른 정보 데이터를 출력부(500)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제

어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순서도로서, 먼저 사용자가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예를 들어, SACD)를 삽입하면(S100), 판독부(100)는 삽입된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의 오디오 데이터 및 부가 정보를 픽업하여 판독한다(S110). 여기서, 부가 정보는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가수,

곡 번호, 곡명, 각 곡의 재생 시간 및 전체 재생 시간 등의 정보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후, 사용자의 키 선택에 따른 키 신호 값이 키 입력부(200)를 통해 수신되면(S120), 제어부(600)는 수신된 키 신호를

판단부(300)로 전송하고, 이에 판단부(300)는 전송된 키 신호가 어떤 명령을 수행한 키 신호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 결과 수신된 키 신호가 메뉴 선택 신호인 경우(S130), 판단부(300)는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를 판단한다

(S140).

  상기 판단 결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메뉴 모드가 제2 메뉴 모드인 경우(S150), 판단부(300)는 제어부(600)에게는 사용자

가 제1 메뉴 모드를 요청한다고 전송한다. 여기서, 메뉴 모드는 제1 메뉴 모드 및 제2 메뉴 모드로 나뉘며, 제1 메뉴 모드

는 메뉴 온(on) 모드로, 제2 메뉴 모드는 메뉴 오프(off) 모드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판단부(300)가 제어부(600)에게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예를 들어, 제2 메뉴 모드)의 정보가 아닌 다른 메뉴 모

드(예를 들어, 제1 메뉴 모드)를 전송하는 것은, 사용자가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가 아닌 다른 메뉴 모드를 이용하고자 하

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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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제어부(600)는 판단부(300)가 메뉴 모드(즉, 제1 메뉴 모드 정보)를 메뉴 처리부(400)에게 전송한다.

  이에, 메뉴 처리부(400)는 판독부(100)가 판독한 해당 광 디스트에 대한 부가 정보를 검색하여 제1 메뉴 모드 정보(즉,

메뉴 온 정보)를 생성한다(S160). 여기서, 부가 정보는 오디오 데이터에 저장된 가수, 곡 번호, 곡명, 각 곡의 재생 시간 및

전체 재생 시간 등의 정보 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상기 제1 메뉴 모드 정보는 상기 부가 정보들 중 곡명, 곡 번호, 재생

시간 등의 정보를 선별하여 생성된다.

  그 다음, 메뉴 처리부(400)는 생성된 제1 메뉴 모드 정보를 제어부(600)에게 전송하면, 제어부(600)는 전송받은 제1 메

뉴 모드 정보를 출력부(500)에게 전송하여 출력부(500)를 통해 제1 메뉴 모드 정보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한다

(S170).

  만약, 상기 판단 결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메뉴 모드가 제2 메뉴 모드인 경우(S130), 판단부(300)는 제어부(600)에게는

사용자가 제1 메뉴 모드를 요청한다고 전송한다(S190).

  한편, 상기 판단 결과 수신된 키 신호가 메뉴 선택 신호가 아닌 경우(S110), 판단부(300)는 분석한 키 명령을 제어부

(600)로 전송하고, 이에, 제어부(600) 전송된 키 신호에 따른 동작 명령을 수행한다(S180).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나타낸 도면으로, 도 3a는 제1 메뉴 모드

(이하, 메뉴 온 모드라고 함)일 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b는 제2 메뉴 모드(이하, 메뉴 오프

모드라고 함)일 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메뉴 온 모드일 때는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소정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며, SACA가 지원하는 제

한된 특정 기능(예를 들어, 재생(enter) 버튼, 반복(repeat) 버튼, 곡명 선택 및 볼륨 조절 버튼 등)을 지원한다.

  즉,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메뉴 온 모드를 선택 하였을 경우 화면에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 외에 특정 기능(예를 들어, 재생(enter) 버튼, 반복(repeat) 버튼, 곡명 선택 및 볼륨

조절 버튼 등)을 디스플레이 해준다.

  또한,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명에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주어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명을 쉽게 알 수 있

도록 한다.

  한편, 메뉴 오프 모드일 때는 기본 정보 또는 블랙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며, SACD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

  즉,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메뉴 오프 모드를 선택 하였을 경우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의 기본

정보(예를 들어, 곡 번호, 재생 시간, 곡명 선택 버튼 및 재생(enter) 버튼 등)를 디스플레이 해준다.

  여기서, 메뉴 오프 모드에서 사용자가 info 키를 누를 경우에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기본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고,

메뉴 오프 모드에서 사용자가 키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블랙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

  본 발명에 대한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가 곡명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저장매체(예를 들어, 브라운아이즈의 앨범)를 삽입하면, 삽입된 브라운 아이

즈의 앨범에 대한 오디오 데이터 및 부가 정보를 판독한다. 여기서, 부가 정보는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가수, 곡 번호, 곡

명, 각 곡의 재생 시간 및 전체 재생 시간 등의 정보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판독된 부가 정보는 예를 들어 하기 표 1과 같

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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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사용자가 리모컨을 이용하여 메뉴 선택 키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키값을 판별하고, 이에 사용자가 메뉴

선택 키를 선택함을 판단하다.

  그 다음, 현재 설정되어 있는 메뉴 모드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메뉴 모드는 메뉴 온 모드 및 메뉴 오프 모드로

나뉘며, 메뉴 온 모드는 오디오 저장매체에 수록된 오디오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하며, 메뉴 오프 모드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기 판단 결과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가 메뉴 오프 모드라면, 화면에는 해당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메뉴 온 정보(예를

들어, 곡명 정보, 곡 번호 정보, 재생 시간 정보)와, 그 외에 특정 기능(예를 들어, 재생(enter) 버튼, 반복(repeat) 버튼, 곡

명 선택 및 볼륨 조절 버튼 등)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만약, 상기 판단 결과 현재 설정된 메뉴 모드가 메뉴 온 모드라면 블랙 화면이 제공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다.

  첫째, 제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을 제공하는 플레이어에서 오디오 저장매체를 재생할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정보가 포함된 소정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디스플레이 해줌으로써, 사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사용자가 곡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오디오 저장매체의 케이스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장

점이 있다.

  둘째, 사용자의 임의 선택 및 기호에 따라 해당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메뉴 온/오프 모드를 동작시킬 수 있어 장시간 재

생되는 오디오 저장매체의 경우에도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

점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디오 저장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 및 부가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부;

  사용자의 키 선택에 따른 키 신호 값을 입력받는 키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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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키 신호값에 따라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제1 메뉴 모드 또는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제2 메뉴 모드를 선택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제

어부를 포함하는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가수 정보, 곡 번호 정보, 곡명 정보, 각 곡의 재생 시간 정보 및 전체 재생 시간 정보 중 어느 하나인 오

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는 SACD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뉴 모드는 상기 부가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오디오 저장매체에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 및 부가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사용자의 키 선택에 따른 키 신호 값을 입력받는 단계; 및

  상기 입력된 키 신호값에 따라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의 곡명 정보가 포함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제1 메뉴 모드 또

는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제2 메뉴 모드를 선택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

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가수 정보, 곡 번호 정보, 곡명 정보, 각 곡의 재생 시간 정보 및 전체 재생 시간 정보 중 어느 하나인 오

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저장매체는 SACD인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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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뉴 모드는 상기 부가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오디오 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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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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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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