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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로부터 신호를 재생하는 씨디 재생장치

요약

본 발명은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로부터 신호를 재생하는 씨디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하여 마이콤, 프로그램 롬, 버퍼 램, 비디오 램, NTSC 디코더가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의 
재생을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씨디 오케이와 비
디오 씨디 재생 회로를 일체화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로부터 신호를 재생하는 씨디 재생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씨디 오케이(CD-OK)의 구성을 보이는 전체 블록도.

제2도는 종래의 비디오 씨디(VCD)의 구성을 보이는 전체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로부터 신호를 재생하는 씨디 재생 장치를 보이는 전
체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씨디 재생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씨디 오케이(CD-OK)와 비디오 씨디(VCD)로부터 신호를 재
생하는 씨디 재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인은 컴팩트 디스크 노래반주 장치인 씨디 오케이(CD-OK)를 발명하여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컴팩트 디스크 비디오 재생 장치인 비디오 씨디(VCD)도 발명하여 제작 판매하고 있다.

씨디 오케이(CD-OK) 장치는 한 장의 컴팩트 디스크에 2000여곡의 노래 반주 및 가사와 4000여 장의 정지 
화면을 저장하고 선택된 곡의 반주 및 노래 가사 데이타를 재생출력하고 4000여장 중에서 가사 분위기에 
맞는 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재생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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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씨디 오케이(CD-OK)의 전체 블록도이며,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콤부(102)와, 마이콤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롬(100)와, 마이콤이 사용하는 버퍼 램(104)와, 시스템 동
작에 필요한 칩선택 신호와 비디오 신호 등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108)와, 화상 데이타
를 저장하는 비디오 램(110)과,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108)에서 출력되는 정지 영상 데이타를 RGB 영
상 신호로 변환하는 R-D/A기(112)와, 동기 분리하는 동기 분리기(114)와, RGB 신호를 복합 영상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 출력하는 NTSC 인코더(116)와, 미디데이타를 전송받아 컴팩트 디스크 음질의 씨디 오케이 
오디오를 발생시키는 음원 모듈부(106)와, 외부 콤팩트 디스크의 음성 데이터를 D/A기(120)를 거쳐 출력
한 신호와 음원 모듈부(106)에서 출력된 씨디 오케이 오디오 출력을 선택하여 오디오를 출력하는 스위치
(118)로 구성된다.

한편 비디오 씨디(VCD)는 동화상과 음성 압축 규격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을 이용하여 영
상과 음성을 압축시켜서 저장해 놓은 12cm 디스크를 이용해 디지탈 동화상과 디지탈 음성을 재생할 수 있
다.

제2도는 비디오 씨디(VCD)의 전체 블록도이며,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콤부(218)와, 마이콤이 사용하는 
버퍼 램(216)와,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압축 비디오 신호와 압축 오디오 신호를 처리해주는, MPEG 디코더
(212)와, MPEG 디코더(212)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저장 된 마이크로 코드롬(210)과, 화상 데이타를 
저장하는 비디오 램(214)과, MPEG 디코더(212)에서 출력되는 디지탈 영상 데이타를 RGB 영상 신호로 변환
하는 D/A기(220)와 MPEG 디코더(212)에서 출력되는 디지탈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하는 오디
오 D/A기(22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가 별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복합 제품으로 사용할 시 제품의 
단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점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씨디오케이 시스템 및 비디오 씨디용 마이크로 컴퓨터, 메모리, 비디오 인코더 
회로를 일체화한 콤팩트 디스크 재생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일체화된 씨디 재생 장치의 제조원가를 줄이는 
데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씨디 오케이(CD-OK) 디크스 및 비디오 씨디(CD) 신호를 재
생하는 컴팩트 디스크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CD-OK 디스크의 신호 재생을 위한 제1제어 신호를 발생
하는 제1제어부; 상기 제1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1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CD-OK 디스크의 재생을 위
한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타를 출력하고 상기 비디오 CD의 신호 재생을 위한 제2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
2제어부; 상기 제2제어 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비디오 CD 재생 동안 수신된 압축 비디오 및 압축 오디오 
데이타를 각각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타로 디코딩하는 압축 신호디코딩부; 상기 CD-OK 재생 동안 상기 제
1제어부를 위한 데이타 및 상기 CD-OK 디스크의 제어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비디오 CD 재생 동안 상기 
제1제어부를 위한 데이터 및 상기 비디오 CD의 제어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1메모리; 상기 제2제어부에 의
하여 엑세스되며, 상기 CD-OK 재생 동안 상기 CD-OK 디스크의 중첩 데이타 및 정지 화면을 위한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비디오 CD 재생 동안 상기 압축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2메모리; 상기 제
2제어부로부터 출력된 CD-OK 비디오 데이타를 아날로그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제1디지털-아날로그 변
환부; 상기 압축 신호디코딩부로부터 출력된 영상 데이타를 아날로그 RGB 이미지 신호로 변환하는 제2디
지탈-아날로그 변환부; 상기 제2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선택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1 및 제2디지탈-아날
로그 변환부중의 하나로부터 출력되는 RGB 영상 신호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제1스위치; 상기 제1스위치
로부터 출력되는 RGB 영상 신호를 복합 영상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인코더; 
상기 압축 신호디코딩부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CD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2제어부로 출력되는 CD-OK 오디오 
신호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제2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씨디 오케이
(CD-OK) 디스크 및 비디오 씨디로부터 신호를 재생하는 컴팩트 디스크 재생 장치이다.

이하에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3도에 도시된 장치는 컴팩트 디스크를 재생하여 컴팩트 디스크 신호를 출력하는 컴팩트 디스크 재생부
(301)과,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칩 선택 신호와 비디오 신호를 처리해주는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
8)와, 상기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를 제어하는 마이콤(302)와, 상기 마이콤(302)이 동작하는데 필
요한 프로그램과 MPEG 디코더(316)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롬(300), 상기 
마이콤(302)에서 사용하는 데이타를 일시 저장하는 버퍼 램(304)와, 상기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
에서 발생하는 어드레스로 화상 데이타를 저장하는 비디오 램(310)과,  상기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
(308)에서 출력되는 정지 영상 데이타를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제1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DAC)(31
2)와, 상기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에서 출력되는 어드레스와 동기 신호에 의하여 압축 비디오 신
호와 압축 오디오 신호를 처리해주는 MPEG 디코더(316)와 상기 MPEG 디코더(316)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타
가 이동하는 버퍼(314), 상기 MPEG 디코더(316)에서 출력되는 디지탈 영상 데이타를 클럭(CLK) 신호에 따
라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제2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322)와,  상기  제1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DAC)(312)와 상기 제2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322)에서 출력되는 RGB  영상 신호를 선택하는 제1비디오 
스위치(318)와, 상기 제1비디오 스위치(318)에서 출력되는 RGB 영상 신호를 복합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비디오 인코더(322)와, 미디(MIDI) 데이타를 전송 받아 컴팩트 디스크 음질의 씨디 오케이 오디오를 발생
시키는 음원 모듈부(306)와, 상기 MPEG 디코더(316)에서 출력되는 브이씨디(VCD) 오디오와 외부 콤팩트 
디스크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선택하는 제1오디오 스위치(324)와, 상기 제1오디오 스위치(324)에서 출력되
는 디지탈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제3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328)와, 상
기 음원 모듈부(306)에서 출력되는 씨디-오케이 오디오와 상기 제3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328)에서 출력
되는 오디오 신호를 선택하여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제2오디오 스위치(326)으로 구성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씨디-오케이(CD-OK) 신호는 컴팩트 디스크 재생부(301)에서 재생되어 마이콤
(302)으로 입력되고, 브이씨디(VCD) 신호는 컴팩트 디스크 재생부(301)에서 재생되어 MPEG 디코더(316)에 
디지탈 신호의 형태로 입력된다.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는 마이콤(302)의 제어를 받아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칩선택과 씨디-오케이
의 비디오 데이타 및 오디오 데이타를 처리하며, MPEG 디코더(316)는 브이씨디의 압축 비디오 데이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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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오디오 데이타를 처리한다. 여기서 마이콤(302)은 프로그램 롬(300) 및 버퍼램(304)에다 프로그램 
및 데이타와 MPEG 디코더(316)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한다.

씨디-오케이(CD-OK) 재생시에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는 마이콤(302)의 제어를 받아 어드레스를 발
생시키고, 입력된 정지 비디오 데이터는 씨디 오케이 데이타 영역의 비디오 램에(310)에 저장된다.

비디오 램(310)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타는 저항으로 구성된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312)로 입력되어 아
날로그 RGB 영상 신호로 변환된다.

한편 브이씨디 재생시에는 비디오 램(310)으로 접속되는 어드레스 라인이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 
내부의 비디오 램 어드레스 다중화기(도시안됨)에 의해서 어드레스 버스로 접속된다. 또한 MPEG 디코더
(316)의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 버퍼인 버퍼(314)를 통하여 비디오 램(310)에 접속된다. 따라서 MPEG 디코
더(316)가 비디오 램(310)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브이씨디 재생시에 재생된 압축 비디오 데이타는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의 어드레스에 의하여 브
이씨디 데이터 영역의 비디오 램에(310)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타는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의 
어드레스와  동기  신호에  의해  버퍼(314)를  매개로  하여  MPEG  디코더(316)에  압축  영상  데이타를 
출력한다.

MPEG 디코더(316)는 압축 영상 데이타를 복원한다. MPEG 디코더(316)에서 출력된 영상 데이타는 디지탈-
아날로그 변환기(322)를 통해 RGB 영상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따라서 비디오 스위치(318)는 씨디 오케이용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312)에서 출력된 RGB 영상 신호와 
비디오 씨디용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322)에서 출력된 RGB 영상 신호를 선택한다.

비디오 스위치(318)에 의해 선택된 RGB 영상 신호는 비디오 인코더(320)에서 복합 영상 신호로 변환되어 
텔레비전 수상기에 표시된다.

한편 씨디 오케이 재생시 입력된 미디(MIDI) 데이타는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에 의해 음원이 내장
된 음원 모듈(306)로 입력되어 씨디-오케이 오디오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또한 브이씨디 재생시 입
력된 압축 오디오 데이타는 MPEG 디코더(316)에 의해 비디오램(310)에 저장되고, 비디오램(310)에 저장된 
압축 오디오 신호는 MPEG 디코더(316)를 통해 브이씨디 오디오 신호로 복원된다.

브이씨디 오디오 데이터와 외부의 컴팩트 디스크 재생부(도시 안됨)에서 입력된 콤팩트 디스크(CD) 오디
오 데이타(329)는 스위치(324)에 의해 선택이 되며, 스위치(324)에 의해 선택된 오디오 데이타는 오디오
용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328)에 의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된다.

따라서 비디오씨디에서 출력된 오디오 신호와 씨디-오케이에서 출력된 오디오 신호는 스위치(326)에 의해 
선택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마이콤(302),  프로그램 롬(300),  버퍼 램(304),  비디오 램(310),  비디오 인코더
(320)가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의 복합 장치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디오 램(304)의 경우 
시스템 및 비디오 제어기(308)의 어드레스 선택에 의해서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의 메모리 데이타 영
역을 선택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씨디 오케이와 비디오 씨디 재생 회로를 일체
화한 씨디 재생 장치를 구현함으로써 부품을 공유화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씨디 오케이(CD-OK) 디스크 및 비디오 씨디(CD) 신호를 재생하는 컴팩트 디스크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
기 CD-OK 디스크의 신호 재생을 위한 제1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1제어부; 상기 제1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1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CD-OK 디스크의 재생을 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타를 출력하고 상기 
비디오 CD의 신호 재생을 위한 제2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2제어부; 상기 제2제어 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비디오 CD 재생 동안 수신된 압축 비디오 및 압축 오디오 데이타를 각각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타로 디코
딩하는 압축 신호디코딩부; 상기 CD-OK 재생 동안 상기 제1제어부를 위한 데이타 및 상기 CD-OK 디스크의 
제어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비디오 CD 재생 동안 상기 상기 제1제어부를 위한 데이타 및 상기 비디오 
CD의 제어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1메모리; 상기 제2제어부에 의하여 엑세스되며, 상기 CD-OK 재생 동안 상
기 CD-OK 디스크의 중첩 데이타 및 정지 화면을 위한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비디오 CD 재생 동안 상기 
압축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2메모리; 상기 제2제어부로부터 출력된 CD-OK 비디오 데이타
를 아날로그 RGB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제1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 상기 압축 신호디코딩부로부터 출력
된 영상 데이타를 아날로그 RGB 이미지 신호로 변환하는 제2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 상기 제2제어부로부
터 출력되는 선택 신호에 따라서 상기 제1 및 제2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중의 하나로부터 출력되는 RGB 
영상 신호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제1스위치; 상기 제1스위치로부터 출력되는 RGB 영상 신호를 복합 영
상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출력하는 비디오 인코더; 상기 압축 신호디코딩부로부터 출력된 비디
오 CD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2제어부로 출력되는 CD-OK 오디오 신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 결과를 출
력하는 제2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씨디 오케이(CD-OK) 디스크 및 비디오 씨디로부터 신호
를 재생하는 컴팩트 디스크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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