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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컴퓨터 장치용 저전력 디지털 오디오 복호화/플레이시스템

(57) 요약

컴퓨터 장치용 저 전력 디지털 오디오 복호화 및 플레이 시스템 및 방법은, 저 비용, 저 전력-소비 긴 밧데리 수명의 오디오

플레이 및 복호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양한 포맷의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플레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

한 시스템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

터 시스템은, 시스템 CPU와, 메모리와,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와, 시스템 CPU,

메모리 및 드라이브에 연결되는 오디오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오디오 컨트롤러는, 상기 드라이브가 드라이브로부터 압축

된 오디오 데이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고, 시스템 CPU가 상기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하도록 하고,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플레이하기 위해

메모리로부터 검색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압축 오디오 파일 및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

록을 선택하여 저장하기 위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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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축 오디오 파일을 상기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고, 상기 시스템 CPU와 상기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및

바이오스(BIOS)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 상기 플레이 목록을 검색하여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플레이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읽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드라이브가 읽은 상기 파일의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게 하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전용 제 2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상기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고, 상기 시스템 CPU와 상기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 구동

을 제어하는 제1 운영 체계;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

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게

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제 2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

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

록 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전력 절감용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시스템 CPU;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

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복원하도록 하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전용 전력 절감용 운영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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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시스템 CPU;

오디오 동작 기능을 제어하는 오디오 컨트롤러;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

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 및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전력 절감용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시스템 CPU;

오디오 동작 기능을 제어하는 오디오 컨트롤러;

상기 시스템 CPU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

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 및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제 2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 및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선택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상기 제 1 운영 체계 하에서 실행가능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

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 및 상기 메모리를 제어하는데 적합한 제 1 운영 체계;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

어, 상기 플레이 목록을 검색하여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플레이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읽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파일의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제 2 운영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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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 및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선택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상기 제 1 운영 체계 하에서 실행가능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

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시스템 CPU;

메모리;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 및 상기 메모리를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

어, 상기 플레이 목록을 검색하여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플레이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읽도록 하며,

상기 플레이 목록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도록 하는 제 2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이브;

오디오 동작 기능을 수행하는 오디오 컨트롤러;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

어,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도록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오디오 파

일 플레이 전용 전력 절감용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시스템 CPU;

적어도 하나의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이브; 및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

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복원하도록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전용 운영 체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운영 체계를 부팅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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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드라이브, CPU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에 있는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플레이 목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 1 운영 체계를 종료하는 단계;

스위치의 활성화에 의해 제 2 운영 체계를 부팅하는 단계;

상기 플레이 목록을 읽는 단계;

상기 플레이 목록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읽는 단계;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의 데이터를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하기 위하여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CPU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플레이하기 위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검색(retrieve)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 1 운영 체계를 부팅하는 단계;

적어도 드라이브, CPU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에 상주하고 있는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플레이 목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 1 운영 체계를 종료하는 단계;

제 2 운영 체계를 부팅하는 단계;

상기 플레이 목록을 읽는 단계;

상기 플레이 목록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읽는 단계;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의 데이터를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하기 위하여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CPU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플레이하기 위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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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상기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고,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 및 상기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

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제 2 운영 체계;

상기 제 1 운영 체계를 부팅할 때 활성화되는 제 1 스위치; 및

상기 제 2 운영 체계룰 부팅할 때 활성화되는 제 2 스위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4.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고,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 및 상기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

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제 2 운영 체계; 및

상기 제 2 운영 체계를 부팅할 때 활성화되는 스위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5.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시스템 CPU;

상기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고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 및 상기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

체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

기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제 2 운영 체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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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운영 체계를 부팅시키고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할 때 활성화되는 스위치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6.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시스템 CPU;

오디오 동작 기능을 수행하는 오디오 컨트롤러;

상기 압축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하고,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 및 상기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

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 및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제 2 운영 체계; 및

상기 제 2 운영 체계가 부팅되도록 활성화되는 스위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7.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시스템 CPU;

오디오 동작 기능을 수행하는 오디오 컨트롤러;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 및 상기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운영 체계;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

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 및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 제 2 운영 체

계; 및

상기 제 2 운영 체계가 부팅되도록 활성화되는 스위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8.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이브;

오디오 동작 기능을 수행하는 오디오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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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

어,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도록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오디오 파

일 플레이 전용 전력 절감용 운영 체계; 및

상기 운영 체계가 부팅되도록 활성화되는 스위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9.

시스템 CPU;

적어도 하나의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이브;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

어,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복원하도록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전용전

력 절감용 운영 체계; 및

상기 운영 체계가 부팅되도록 활성화되는 스위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0.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상기 시스템 CPU,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드라이브에 연결되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

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읽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

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고,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

장되도록 하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전용 전력 절감용 오디오 컨트롤러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는, 나아가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기 시스템

CPU를 대기 상태로 놓는 데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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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는, 나아가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플레이하기 위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검색되도록 하는 데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브는, 하드 디스크, 분리성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자기 저장 매체, 광 저장 매체, 또는 아이디이(IDE) 장치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는, MP3, WMA, AAC 또는 다른 가능한 압축된 오디오 포맷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컴퓨터 버스를 더 포함하여, 여기에서,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가 상기 디지털 컴퓨터 버스를 통해 상

기 시스템 CPU,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드라이브중 적어도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미니-운영 체계(mini-OS)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7.

제 20 항에 있어서,

노래 제목, 파일/디렉토리 이름 및/또는 시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액정표시장치로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한 액

정표시장치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8.

제 20 항에 있어서,

다수의 기능 키; 및

상기 다수의 기능 키와 더불어 동작할 수 있는 기능 키 인터페이스

를 더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기능 키는 사용자 명령들을 상기 기능 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로 생성하

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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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기능 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생성된 인터럽트를 수신하고, 상기 인터럽트를 상기 시스템 CPU로 전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표준 오디오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더 포함하며, 여기에서 상기 CPU가 상기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상기 표준 오디오 플레

이어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프 상태 또는 동면 모드 또는 HDD 모드로의 서스펜드(suspend) 또는, 전력 상태(S4 또는 S5) 중

하나의 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읽지 않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지 않도록 하고,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합

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온 상태 또는 슬립(sleep) 모드 또는 램(RAM)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0 또는 S3) 중

하나의 상태에 있을 경우,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읽지 않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

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지 않도록 하고,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3.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온 상태 또는 슬립 모드 또는 램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0 또는 S3) 중 하나의 상태가

아닌 경우, 상기 다수의 기능 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인터럽트를 수신하지 않으며, 상기 인터럽트를 상기

시스템 CPU로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데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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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드라이브 상의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하

나 이상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플레이 목록을 생성하고 저장하기 위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상기 컴퓨터가 온 상태 또는 전력 상태(S0)인 경우에만 실행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는, 나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저장된 플레이 목록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읽도록 하는데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7.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 및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선택하기 위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상기 시스템 CPU,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드라이브에 연결되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

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플레이 목록의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읽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드라이브가 읽은 상기 파일의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며, 상

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전용 전력 절감용 오디오 컨트롤러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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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컴퓨터 시스템이 온 상태 또는 슬립 모드 또는 램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0 또는 S3) 중 하나의 상태에 있을

경우, 적어도 드라이브, CPU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에 상주하는 압축된 오디

오 파일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프 상태 또는 동면 모드 또는 HDD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4 또는 S5) 중 하나의 상

태에 있을 경우, 상기 플레이 목록 중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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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컴퓨터 시스템이 온 상태 또는 슬립 모드 또는 램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0 또는 S3) 중 하나의 상태에 있을

경우, 적어도 드라이브, CPU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에 상주하는 압축된 오디

오 파일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프 상태 또는 동면 모드 또는 HDD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4 또는 S5) 중 하나의 상

태에 있을 경우, 상기 플레이 목록을 읽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프 상태 또는 동면 모드 또는 HDD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4 또는 S5) 중 하나의 상

태에 있을 경우, 상기 플레이 목록에 기초하여 상기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읽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프 상태 또는 동면 모드 또는 HDD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4 또는 S5) 중 하나의 상

태에 있을 경우,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의 데이터를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하기 위하여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

터를 상기 CPU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프 상태 또는 동면 모드 또는 HDD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4 또는 S5) 중 하나의 상

태에 있을 경우,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프 상태 또는 동면 모드 또는 HDD 모드로의 서스펜드 또는, 전력 상태(S4 또는 S5) 중 하나의 상

태에 있을 경우, 플레이하기 위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 및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플레이 목

록을 선택하고 저장하기 위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 및

상기 시스템 CPU,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드라이브에 연결되며,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

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상기 플레이 목록을 검색하여 상기 드라이브가 상기 플레이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

일을 읽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파일의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

공하고,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며,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로부터

플레이되도록 하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전용 전력절감용 오디오 컨트롤러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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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시스템 CPU;

메모리;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 및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선택하고 저장하기 위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 매체;

사용자가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키;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와 상기 메모리를 제어하는 제 1 운영체계; 및

상기 오디오 파일을 관리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능키를 경유하여 상기 오디오 파일에 접근하게 허용하

는 파일 운영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 2 운영체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운영체계는 또한,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가 선택되어 상기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고자 할 때에만, 로딩되어,

상기 시스템 CPU로 하여금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복원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

를 제공하고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상기 플레이 목록을 검색하고 상기 드라이브로

하여금 상기 플레이 목록의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읽도록 하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전용임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 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오디오 파일을 위한 파일/디렉토리 이름을 표시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LCD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컴

퓨터 시스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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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9.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컴퓨터 장치용 저 전력 디지털 오디오 복호화/플레이 시스템(Low power digital audio decoding/playing

system for computing devices)"의 명칭으로 2001년 8월 2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번호 09/921,171호의 일부 계속

출원으로서, "컴퓨터 장치용 저 전력 디지털 오디오 복호화 시스템"의 명칭으로 2000년 12월 1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가

출원(Provisional appliation)번호 60/250,899호와, "컴퓨터 장치용 저 전력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 시스템"의 명칭으로

2001년 1월 30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가출원번호 60/265,466호의 이익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오디오 기록들을 재생하기 위한 휴대용 장치(즉, 노트북 컴퓨터)들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양한

압축 포맷으로 되어 있는 압축 기록들을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복호화하고 재생하기 위한 저전력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

웨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을 위한 특별한 유틸리티는 휴대용 컴퓨터들에서의 사용을 위한 MP3 디지털 오디오 파

일들의 재생에 있지만, 다른 유틸리티들도 고려된다.

배경기술

현재, 하나 이상의 압축된 오디오 디지털 기록 포맷들, 즉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오디오 레이어-3

(MP3), 윈도우즈 미디어 오디오 (Windows Media Audio: WMA), 및 어드밴스드 오디오 코딩(Advanced Audio Coding:

AAC)에 따라서 압축된 디지털 오디오 기록들을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휴대 장치들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가장 인기있는

포맷은 MP3로서, 디지털 음악 파일들은 약 10:1의 비율로 압축된다. 이들 장치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전자 고상 메모리에서 압축된 디지털 오디오 기록들을 저장하고, 다른 하나는 컴팩트 디스크 ("CD") 플레이어나 디지털 컴

퓨터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에서와 같이 전자-기계적 장치를 이용하는 차후 재생을 위한 압축된 디지털 오디오를 기

록한다.

예를 들어, 전자 고상 메모리, 즉 플래시-메모리를 이용하는 MP3 압축 디지털 오디오 기록들을 플레이하기위한 휴대용 장

치들은 약 10곡의 음악들을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 카드를 추가하면, 그러한 장치들은 총 약 20곡의 음악들을 저장할 수

있다. 전자 고상 메모리에 MP3 압축 디지털 오디오 기록들을 저장하는 이들 MP3 플레이어들은 비교적 적은 전력을 소모

한다. 이처럼, 그러한 MP3 플레이어들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씨디-롬(CD-ROM) 드라이브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서

도 연장된 플레이 간격을 제공한다.

"휴대용 컴퓨터용 저 전력 CD-ROM 플레이어"의 제목으로 2001년 5월 1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번호 6,226,237호

('237)의 전체 내용이 여기에 참조자료로서 언급되어 있고, 이는 종래의 노트북 컴퓨터가 종래의 음악 CD를 플레이할 때,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소모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구동 시스템(운영체계)

(operating system)(즉, Windowsⓡ)이 수행하고 있는 음악의 연주와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배경 기능들에 주로 기인한

다. 음악의 연주 순간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관계되지 않는 기능들을 위한 과다한 전기 에너지 소모는 워드 프로

세싱과 스프레드시트 분석과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집중적인 작업들의 성능에 있어서 다른 시점에 더욱 신중하게 적용

되었을 노트북 컴퓨터의 밧데리 파워를 순식간에 고갈시킨다. '237 특허에 제시된 해법은 휴대용 장치의 주전원이 오프되

었을 때 동작하는 상태 장치이다. '237 특허의 발명은, CD들이 과도한 밧데리 소모없이 혹은 휴대용 컴퓨터의 필수적 부팅

없이 플레이될 수 있도록, CD-ROM를 오디오 보조시스템(주전원이 오프될 때)에 결합한다.

또한, 선행기술은 특정 기능의 집적 회로들(ICs)이거나 어플리케이션-특정 집적 회로들, 즉 ASIC으로 합체되는 실리콘 해

법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특정 칩에 필요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가 크고, 값비싼 집적회로로 귀결되기 때문에 값비싼

해법들이다. 결과들 중 하나는 많은 양의 인쇄회로기판(PCB) 공간의 사용이다.

더욱이, 이 기술에서 알려진 15 내지 20 MIPS (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디코드 엔진은 코덱(Codec)을 위한 오

디오 스트림을 발생하도록 연속적으로 구동되고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특정 디코드 엔진은 연속적으로 동작하는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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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모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접근들은 MP3 압축 기능만으로 제한되어, 그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의 WMA나 음반사에 의하여 제안된 음악 확보용 시큐어 디지털 뮤직 이니셔티브(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SDMI)와 같이, 새로 나타나는 음악 압축 알고리즘에 적용시킬 기회를 제거한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특정 실리콘 해법들은 DSP를 채용하는데, 이 DSP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압축된 오디오 파일

들을 계속해서 복호화하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는 오디오 파일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알려진 방법들

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빠른 밧데리 방전(대양횡단 비행시 필요한 대략 4 내지 10시간보다 훨씬 빠른)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IC 도구와 논스톱으로 접속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필요로 하는 종래의 하드웨어 MP3 디코더와 플레이어들

은 높은 전력소모,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값비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력소모가 적고 다양한 음악 압축 포맷들을 위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현재 이용가능한 하드웨어

도구의 반값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백 곡의 음악까지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는 해법을 제공하

며, 이와 동시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CD-롬에 접속하는 시간의 0.5%미만의 시간만으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해법을

제공한다.

모빌 플랫폼 회사들은 매우 긴 음악 플레이 시간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후에 다른 압축 포맷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플

레이어를 제공하는 한편, MP3 및 다른 압축된 오디오 플레이어 성능을 저가로 그들의 제품에 추가시키는 것이 더욱더 바

람직하게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빌 플랫폼 회사들은 매우 짧은 개발 시간 프레임 내에 그들의 제품을 시장차별화 하기

를 원한다.

본 발명의 음악 플레이 솔루션은 본 발명에 따른 미니 운영 체계(mini-OS)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특수 목적 회로를 이용한

다. 본 발명은 파일 복원을 수행하는 데 표준 CPU의 내장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다. 500 MHz 내지 1 GHz의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CPU는 적어도 현재 입수가능한 MP3 플레이어/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실시간 DSP 엔진보다 더 높은

처리 능력의 크기 차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CPU 프로세서들은 종종 복호화 처리를 가용시간의 10 % 이하에

서 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CPU가 가용시간의 90 % 이상 동안을 유휴 상태로 놓을 수 있어서, 많은 양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방전을 크게 늦출 수 있으며, 단일 충전을 통한 배터리 전력 하에서 장치의 유용한 시간을 확

장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가 항상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일정한 데이터 스트림을

요구하며 높은 전력소모의 결과를 초래하는 종래의 실시간 DSP 엔진과 다르다.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하

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메모리의 통상적인 128MB 램을 가지고 가용시간의 0.5 % 이내로 접속될 수 있다. 이것은 장치 배터

리의 전력 소모 속도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본 발명은 최소한의 인쇄 회로 기판(PCB)의 변형을 통

해,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새로운 제품의 기능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다.

많은 가능한 음악 압축 알고리즘이 있다. MP3 이외에도 압축 알고리즘에는 WMA, AAC 및 제안된 SDMI가 있다. 본 발명

에 따른 소프트웨어 복원 방법은 압축 기법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처리과정을 통해 모든 다양한 압축 기법을 복호화하도록

쉽게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융통성으로 인하여,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의 판매 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함으로써, 유명해진

새롭고 다른 알고리즘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그레이

드 및/또는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현장에 있는 기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소비자가 다른

압축 포맷을 지닌 오디오 파일들을 듣기 위해 다중 플레이어/디코더를 구매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양한 포맷의 오디오 파일들을 플레이하는 데 사용되는, 저가이고 전력소모가 적고 장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지닌 오디오 플레이 및 복호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은, 시스템 CPU와, 메모리와, 하나 이상의 오디

오 파일에 상주하고 있는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와,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선택하여 저장하기 위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와

상기 메모리를 제어하는데 적합한 제 1 운영 체계과,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플레이 목록을 검색하여 상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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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가 상기 플레이 목록 중 적어도 하나의 상기 오디오 파일을 읽도록 하며,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파일의 압축된 오

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도

록 하는 제 2 운영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이브와, 오디오 컨트롤러와,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가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

기 오디오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바이오스에 저장된 운영 체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은,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와, 시스템 CPU

와, 오디오 컨트롤러와, 적어도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데 적합한 제 1 운영 체계과, 상기 시스템 CPU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오디오 컨트롤러 및 상기 시스템 CPU를 제어하는 제 2 운영 체계와, 상기

제 2 운영 체계가 부팅되도록 활성화되는 스위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은, 시스템 CPU와, 메모리와, 하나 이상의

오디오 파일에 상주하고 있는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브와, 상기 오디오 파일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플레이 목록을 선택하기 위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상기 시스템 CPU,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드라이브에 연결된 오디오 컨트롤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오디오 컨트롤러는, 시스템 CPU가 파일의 압축된 오

디오 데이터를 복원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가 플레이 목록의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파일을 읽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처리방식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은, 제 1 운영 체계를 부팅하는 단계와, 적

어도 드라이브, CPU 및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에 상주하고 있는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플레이 목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운영 체계를 종료하는 단계와, 스위

치의 활성화에 의한 제 2 운영 체계를 부팅하는 단계와, 상기 플레이 목록을 읽는 단계와, 상기 플레이 목록에 기초하여 상

기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읽는 단계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CPU로 제공하여 상기

압축된 오디오 파일의 데이터를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하는 단계와,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

장하는 단계와, 플레이를 위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검색(retrieve)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다.

다른 처리방식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오디오 파일을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은, 적어도 드라이브, CPU 및 메모리

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드라이브로부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읽는 단계와,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복

원하기 위하여 상기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CPU로 제공하여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선택 음악들(또는 다른 저장된 오디오)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미니-운영체계(Operation

System: OS) 소프트웨어와, 사우스 브리지와 코덱 사이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 소

프트웨어는 그러한 기능들만을 수행하고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의 요소들이 필요할 때에 완전한 시스템 구동 시스템, 즉 윈

도우즈ⓡ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배경기능들의 수행없이, 그리고 그 휴대용 컴퓨터의 모니터 회로와 모니터 스크린으로의

접속없이 선택된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는 압축된 파일이 램에 전송될 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단지 접속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 부분이 오디오를 플레이할 때 파일 운영 기능과 전력

절약의 두가지 모두를 수행한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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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흐름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에서 설명되는 구동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제1 단계: 휴대용 컴퓨터의 완전한 시스템 구동 시스템, 즉 윈도우즈ⓡ 상에서 동작되는 브라우저는, 초기에 압축된 음악

파일들(예: 1000곡의 노래)을 사용자가 휴대용 컴퓨터를 오디오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사용자가 나중에 듣기

를 원하는 노래들을 포함하는 목록이 생성되는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에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2)(예: 4기가바

이트의 HDD 공간을 이용하여)에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 단계: 사용자가 휴대용 컴퓨터를 오디오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를 원할 때, 원하는 음악 파일들이 하드디스크 드라이

브 상에 있으면, 사용자는 오디오 플레이어 온 스위치를 작동하여 휴대용 컴퓨터를 켜고, 전체 컴퓨터를 부팅하고, 파워 절

감 초기화 서브루틴들을 갖고서 통상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계(완전한 시스템 구동 시스템이 개방되지 않

은) 대신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를 로딩하고, 휴대용 컴퓨터의 필요 부분들만을 초기화한다. 그리고, 파일 운영 서브루

틴들은 노래 플레이 목록 또는 단계 1에서 생성된 사용자의 입장에서 듣기를 원하는 음악을 위한 실질적인 노래들의 수로

된 책을 초기화한다.

제3 단계: 그 후, 미니-운영체계 소프트웨어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2)로부터 램(RAM)(4)으로 복사되고, 노래 플레이 목

록으로부터 압축된 파일들의 제1 집합이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2)로부터

시스템 램(4)으로 복사된다. 예를 들어, 요즈음 PC에 있어서, 128 메가바이트(Mbytes)는 전형적인 시스템 램 사이즈로서,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 소프트웨어는 램의 용량중 약 8 메가바이트를 차지하고, 압축된 음악 메모리(즉, 시스템 메모리,

특정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를 이용한 캐시 또는 버퍼)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약 120 메가바이트를 남겨둔다. 그 120 메

가바이트는 약 10:1의 압축비를 갖는 전형적인 MP3파일들의 약 2시간의 연속적인 압축 음악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플래

시 매체가 MP3 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또는 대부분의 플래시 매체 카드의 콘텐츠들은 시스템 램(4)

으로 복사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플래시 매체 독취기(reader)의 접속을 최소화하고 MP3 파일들에 대한 보다 반응적인

제어를 허용한다.

제4 단계:본 발명의 파일 운영 소프트웨어는 제1 음악 파일의 부분들을, 디코드 알고리즘이 램(4)에 저장된 본 발명의 파

일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파일을 복원하는 CPU(6)로 전송한다. 복원되는 경우, PCM 오디오 데이터는 세가지 방

법중 하나로 전송된다: CPU가 PCM 오디오 데이터를 사우스 브리지(도 3의 32를 참조) 피포(FIFO) 버퍼로 전송하고, 사

우스 브리지에서 DMA는 사우스 브리지 내의 데이터를 피포 버퍼로 내부적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특수 목적 회로가 상기

데이터를 LPC 인터페이스로부터 피포 버퍼로 전송한다. 피포 버퍼는 복원된 음악의 단편들의 각각을 복원된 신호가 디지

털로부터 아날로그로 전환되는 본 발명의 특수 목적 회로를 통하여 코덱(8)(도 3의 42를 참고)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그 후, 코덱(8)으로부터의 출력신호는 증폭(도 3의 44를 참고)되어 스피커 및/또는 헤드셋(도 3의 46를 참고)을 구동한다.

제5 단계: 상기한 플레이 목록으로부터 제1 집합의 최종 노래가 메모리로부터 연주되고 있는 동안, 램(4, 30)에 저장된 본

발명의 파일 운영 소프트웨어는 네번째 단계의 제어로 리턴되어 제1 단계에서 개발된 초기 스크립트된 노래 플레이 목록

에 의하여 결정되듯이 램의 메모리로부터 압축된 노래 파일들의 다음 집합을 검색한다. 이처럼, 제4 및 제5 단계들은 그 집

합에서 마지막 선택 노래가 연주될 때까지 압축된 노래 파일들의 집합들의 각각을 위하여 반복된다. 시간 내의 그 시점에

서, 플레이 목록으로부터 다른 집합을 로딩하기 위하여 제어는 제3 단계로 리턴되는데, 이는 제4 및 제5 단계들을 통해서

도 유사하게 연주된다. 제2 단계의 전체 플레이 목록으로부터 마지막 노래가 연주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음악 플레이어 기

능을 끌 때, 그 플레이어의 동작은 중단된다.

본 발명에 따른 미니 운영 체계(mini-OS) 전력 절약 소프트웨어는, CPU, 주변 칩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다른 제어가

능한 시스템 소자들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퍼센트 시간을 위하여 유휴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솔루션의 흥미로운 특성은 CPU의 MIPS(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성능이 높으면 높를수록, CPU가 복

호화 기능을 수행하면서 소비하게 될 시간의 퍼센트는 더욱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압축된 음악 연주를 플레이할

때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CPU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배터리 전력을 절약하며,

더욱이 배터리가 유지되는 시간을 휴대용 컴퓨터에 전력을 제공할 정도로 충분하게 연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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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운영체계는 본 발명에 따른 특수 목적 회로(도 3의 40 참조)를 통한 사용자의 작동을 위하여 오디오 제어 버튼(예를

들면, 플레이, 고속 감기, 되감기, 일시 중지, 검색, 이전 트랙, 다음 트랙, 첫번째 트랙, 마지막 트랙, 청취하면서 고속 감기/

되감기, 오디오 소스/미디어 선택(예를 들면, HDD 또는 CD) 등) (도 3의 48 참조)을 감시하며, 사용자 요구를 본 발명에

따른 미니-운영체계로 전달한다. 선택적으로, 소형 액정표시장치(도 3의 34 참조)는 특수 목적 회로에 연결되어 미니-운

영체계 표시 관리 서브루틴의 제어 하에서 시각적인 상태 표시자(예를 들면, 노래 번호, 노래 제목, 트랙 번호, 플레이시간

및 아이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미니-운영 체계 전력 절약 소프트웨어는, 메모리와 코아로직 칩셋(corelogic chipset)을 포함하는 나머지

시스템을 완전한 온 상태 및 기능 상태로 유지하면서, CPU의 사용과 CD와 HDD 같은 MP3 저장 장치들과, SD(Secure

Digital) 카드, MMC(Multimedia Card), 메모리 스틱(Memory Stick)과 SMC(Smart Media Card)와 같은 플래시 매체를

주로 관리한다. 부차적인 전력 절약은 다른 개인용 컴퓨터 서브시스템에 적용되어, 그 서브시스템을 유휴상태로 놓음으로

써 전력사용을 훨씬 더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 225 MIPS의 처리 파워와 약 15 MIPS를 필요로 하는 복호화 알고리즘를 갖는 500 MHz의 펜티엄 III CPU를

갖고서, 이 CPU는 그 시간의 약 10%미만의 시간으로 구동될 것이다. 나머지 90 내지 95%의 시간동안 CPU는 단지 밀리

암페어의 전류만을 필요로 하는 대기모드로 있을 것이다. 선택적으로, CPU는 더 낮은 클럭 속도로 동작할 수 있는데, 이는

AMD 사의 애슬론 CPU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CPU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통상적인 선택이다. 유사하게, HDD는 램을

채우거나 다시 채우는데 소용된 시간동안 접근된다. 이처럼, 평균적 노래는 약 4분의 플레이 시간을 차지하고 램은 120 메

가바이트를 위한 약 30곡의 노래를 가지므로, 그리고 HDD는 스핀업을 위한 약 1 내지 5초의 시간과 노래 플레이 목록을

램에 로딩하기 위한 수초만을 필요로 하므로, HDD를 위한 총 액세스 시간은 120분의 플레이 시간중 30초에 해당할 것이

다; 이 시간은 완전한 전력 구동 시간에 대하여 0.5% 미만으로서 1:240의 비율에 해당한다. 이들 인자들은 휴대용 컴퓨터

의 완전한 운영체계 대신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파워 절감에 부가된다. 본 발명의 총 파워소

모의 결과는 휴대용 컴퓨터가 음악 연주 모드에 있을 때 매우 낮고, 선행기술에 의하여 허용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유용한 전하 준위를 유지하는 밧데리로 직접 전달된다. 이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본 발명

의 압축된 음악 데이터는 하드 디스크, 다른 자기(즉, 테이프) 매체, 광학(즉, CD-ROM) 매체, 플래시 매체(즉, SD 카드,

MMC, 메모리 스틱, SMC), 또는 다른 기록 매체 상에 머무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31)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일반적인 전체 블럭도이다. 시스템(31)에서 대다수의

블럭들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소들로서 컴퓨터의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생성하기 위한 모든 개인용 컴퓨터들에 일반적

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도시된 것은 시스템 클럭(56)으로서, 도 3의 간략화를 위하여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클럭 신호를 필

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연결된다. 아울러, CPU(26)는 노스 브리지(North Bridge)(28)와 인터페이싱하도록 도시되어

있다. 즉, 노스 브리지(28)은 시스템 램(30) 및 사우스 브리지(32)와 인터페이싱한다. 그후, 사우스 브리지(32)는 HDD(36)

및 CD-ROM(38)과 인터페이싱한다. 일반적으로, 사우스 브리지(32)도 코덱(42)과 AC_링크를 통하여 인터페이싱한다:

그러나, 예시한 시스템(31)에서, 특수 목적 회로(40)(하기의 도 4의 논의를 참고)는 사우스 브리지(32)와 코덱(42) 사이에

삽입되어 압축되지 않은 아날로그 오디오를 플레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도 시스템 램(30)으로부터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80)와 관련된 압축 디지털 오디오의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 이 구성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

이 상기한 미니-운영체계가 그 자신의 롬(특수 목적 회로(40) 또는 그것에 외장된 것 중 하나), 하드 디스크, 또는 다른 매

체에 교대로 저장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지라도, 미니-운영체계(80)는 바이오스(BIOS)에 저장된다. 이처럼, 사우스 브

리지(32)로부터 AC_링크1은 필요할 때마다 복원기능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 회로(40)와 결합되고, 그 후 임의의 오디오 신

호들을 AC_링크2를 통하여 코덱(42)으로 제공한다. 그 후, 코덱(42)은 특수 목적 회로(40)로부터 수신된 모든 신호들에

대한 통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오디오 신호가 스피커(46)나 헤드폰(미도시)을 통하여 출력되도록 증폭기(44)에 인가한

다. 시스템(31)에서, AC_링크1가 보여지는데, 이는 사우스 브리지(32)에 대하여 표준 AC_링크처럼 행동하고, 도시된

AC_링크2는 코덱(42)에 대하여 표준 AC_링크처럼 행동하여 정상적(알려진 기술에서)인 오디오 플레이동안 오디오 기능

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컴퓨터의 그러한 부분들에 나타나도록 하여, 사우스 브리지(32)와 코덱(42)의 동작에 최소의

충격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능 스위치들(48), 적은 액정 표시기(34) 및 오디오 플레이어 파워 스위치(54)

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도 4를 참조하여 하기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기능한다.

도 4는 특수 목적 회로(40)의 내부 구성의 상세한 블록도와, 상기 특수 목적 회로가 컴퓨터 시스템의 나머지의 모든 상세한

부분을 보이지 않고서 인터페이싱하는 컴퓨터의 다른 부분들의 관련 상세한 부분을 포함한다. 특수 목적 회로(40)는 본 발

명의 실시예들을 휴대용 컴퓨터들에 결합하는데 필요한 PCB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IC로써 생산될 수 있다. 사우스 브리

지(32)는 특수 목적 회로(40)의 왼쪽에 표준 AC 97 컨트롤러(50)와 LPC(low pin count)를 포함하도록 도시되며, 특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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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회로(40)와 사우스 브리지(32) 사이에서 표준 양방향성 링크들인 AC_링크1과 그들간의 LPC 버스, 및 일방향성 IRQ(인

터럽트 요구)링크를 갖는다. 오른쪽에는, 특수 목적 회로(40)는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를 AC_링크2를 경유하여 AC 97 코

덱(42)에 제공한다. 오른쪽에는, 기능 키들(48)의 블럭이 위치하고, 아래에는 LCD(34)가 특수 목적의 회로(40)에 연결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추가로, 도 4는 다양한 부품들에 연결된 시스템 클럭(56)을 포함하고, 좌측 하부에 오디오 플레이어

파워 스위치(54)가 위치한다. 파워 스위치(54)는 사용자가 파워 스위치(54)를 경유하여 플레이어 모드를 초기화할 때, 미

니-운영체계(완전한 시스템 운영체계 대신)만이 본 발명에 따르는 시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초기화되도록 제공된다.

특수 목적 회로 내에는 AC_링크1과 AC_링크2 양측과 인터페이싱하고 레지스터 블록(66)의 내부 레지스터의 설정에 응답

하도록 기능하는 스위치들(60)이 배치되는데, 이들 스위치들(60)은 개인용 컴퓨터가 완전한 시스템 OS와 정상적으로 기

능할 때 AC_링크1를 AC_링크2에 연결하도록 닫혀지고, 본 발명의 시스템이 채용될 때, 개방된다. LPC 경로는 LPC 인터

페이스에 연결된다. 스위치들(60)과 AC_링크2는 상태 장치(64)에 연결되고, 상태장치(64)의 다른 포트는 버스(74)를 경

유하여 레지스터 블록(66), 기능 키 인터페이스(68) 및 LCD 인터페이스(72)뿐만 아니라 LPC 인터페이스(62)의 출력에 연

결된다. 레지스터 블록(66)의 제2 포트도 상태 장치(64)의 제3 포트에 연결된다. 기능키들(48)은 기능 키 인터페이스(68)

에 연결되고, LCD(34)는 LCD 인터페이스(72)에 연결된다. 또한, 기능 키 인터페이스(68)는 기능키들(48)중 하나가 사용

자에 의하여 선택될 때, 신호를 레지스터 블록(66)에 제공한다. 위에서 논의된 제2 단계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구동되는 오

디오 플레이어 파워 스위치(54)는 앞서 설명된 것처럼 동작하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스위치(54)는 도

4에서 어떤 특정 블록이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의 직류 전압원에 연결되도록 도시되는데, 이는 그 연결이 본 발명의 실시예

가 설치되는 컴퓨터의 제조업자에 의하여 제어되는 몇 가지 인자들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수 목적 회로(40) 내의 블록들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LPC 인터페이스

특수 목적 회로(40)는 사우스 브리지(32)에서 LPC 컨트롤러(52)와 인터페이싱하는 LPC(Low Pin Count) 인터페이스

(62)를 포함한다.

LPC 인터페이스(62)는 CPU(26)에 의하여 다음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 레지스터 블록(66)에서 기능 키 입력 레지스터들을 읽어들이고;

(2) AC 97 코덱(42)을 제어하도록 레지스터 블록(66)에 제어 레지스터를 설정하고;

(3) 시스템 메모리(램(30))로부터 오디오 PCM(펄스 코드 변조: Pulse Code Modulation) 데이터를 얻고;

(4) 클럭의 억제 제어를 수행한다.

레지스터 블록(66)의 모드 레지스터에서의 설정은 스위치들(60)의 상태를 제어하여 스위치들(60)이 닫히는 정상적인 컴

퓨터 구동 모드(즉,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OS를 구동)와 스위치들(60)이 개방되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모드(미니-운

영체계를 구동) 사이에서 특수 목적 회로(40)를 스위칭하여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플레이한다.

사우스 브리지 AC97 컨트롤러 50 인터페이스(호스트로부터 AC_링크 1 )

정상적인 컴퓨터의 동작 모드동안, 스위치들(60)은 닫혀지고, 이와 동시에 사우스 브리지 AC97 컨트롤러 50 인터페이스

는 닫혀진 스위치들(60)을 통하여 AC97 코덱(42)에 직접 연결되어 마치 특수 목적 회로(40)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

디오 출력을 발생한다.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미니-운영체계가 동작하고 있을 때, 스위치들(60)은

열리고, 상태 장치(64)는 AC97 코덱(42)을 제어한다.

AC97 코덱 인터페이스(AC_링크 2 에서 AC97 코덱(4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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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미니-운영체계의 제어하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 스위치들(60)은 열린다. 그러면, 상태 장치(64)는 호스트

(CPU:26)에 의하여 설정된 레지스터 블록(66)의 설정들에 응답하여 AC_링크2를 제어하여 AC97 코덱(42)을 위한 제어들

(즉, 샘플링 주파수의 스위칭, 볼륨 제어, PCM 데이터를 코덱(42)으로 전송, 코덱(42)을 파워 절감 모드로 설정하거나 파

워 절감 모드로부터 코덱(42)을 깨움)을 발생한다.

기능키 입력 인터페이스(68)

기능키 인터페이스(68)는 기능 키들(48)로부터 사용자 선택을 수신하고 CPU(26)에 의하여 읽혀지도록 그 선택을 내부 레

지스터들에 저장한다.

LCD 인터페이스(72)

LCD(34)가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에만 LCD 인터페이스(72)가 필요하다. LCD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때, 그 목적은 본 발명의 시스템이 사용될 때 저가의 LCD(34) 상에서 플레이어 상태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선택

플레이, 상태 아이콘들(즉, 플레이) 및 다른 일반적인 상태 아이콘들의 오디오 트랙수의 상태들은 시스템에 프로그램되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표시될 수도 있다.

구동 모드들

(A) 정상 구동 모드

PC가 완전히 전원을 공급받아서 완전한 시스템 운영체계 하에서 동작할 때, 특수 목적 회로(40)의 다양한 기능들은 바이

패스되고 스위치들(60)은 앞서 논의된 것처럼 닫혀진다. 정상 모드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AC_링크를 통하여 AC97 코덱

(42)을 직접 제어하도록 사우스 브리지 AC97 컨트롤러(50)를 이용한다(정상모드에서 AC_링크1과 AC_링크2는 스위치들

(60)이 닫히기 때문에 동일하다). 특수 목적 회로는 AC_링크 신호들을 가로채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B) 압축된 오디오 연주 모드

스위치(54)가 닫혀질 때, 시스템은 미니-운영체계 하에서 동작하고, 특수 목적 회로(40)는 권한을 위임받아 압축된 오디오

연주 모드에서 동작한다. 이 모드에서 스위치들(60)이 열리기 때문에 사우스 브리지 AC97 컨트롤러(50)는 AC97 코덱

(42)으로부터 고립된다.

압축 오디오 연주 모드에서, 호스트(CPU: 26)는 레지스터 블록(66)의 내부 레지스터들을 설정하여 AC97 코덱(42)으로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다양한 파워 운영 기능들을 수행한다.

압축 오디오 연주 모드에서 전력(파워) 절감 제어방법

시스템 제어 사이클들과 상기 연주 모드에서 파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 회로(40)를 유연하게 제어하는 방

법이 제공된다. 시스템 메모리(램: 30)는 대부분의 제어 명령들을 CPU(26) 대신 특수 목적 회로(40)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이는 CPU(26)가 대기 준위 이외의 고속 외부 버스에 접속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이는 압축

오디오 연주 모드에서 휴대용 컴퓨터 밧데리에 대한 파워 부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또한, CPU(26)는 레지스터 블록(66)에서 시스템 제어 메모리 레지스터들을 설정한다. 상태 장치(64)는 LPC 인터페이스

(62)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제어 단어들과 PCM 데이터를 얻기 위한 레지스터 설정들에 대한 동작의 토대를 형성한다. 시스

템 메모리(램: 30)에서 제어단어들은 내부 레지스터들로 전달되고, 상태 장치(64)는 PCM이나 오디오 데이터가 준비되면

판단을 위한 제어 단어들을 복호화한다. 오디오 데이터가 준비되면, 상태 장치(64)는 계속해서 오디오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AC97 코덱(42)으로 보낸다. 시스템 메모리(램: 30)의 제어 단어들은 PCM 데이터의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내기 위

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태 장치(64)는 PCM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에 AC97 코덱(42)을 적절한 주파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헤드폰이나 헤드셋 시스템이 위에서 설명된 음량 제어 이외의 더 많은 기능성을

포함할 수 있고, 혹은 오디오 제어 버튼들이 거기에 집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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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특수 목적 회로는 그 시스템의 나머지의 구동에 상관없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풀-타임 압축(및/또

는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 플레이 시스템으로 집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 구성에 있어서, 윈도우즈ⓡ

하에서 기능 버튼들로부터 인터럽트를 다루기 위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회로와 미니-운영체계가

제공된다. 이 구성에 있어서, 시스템의 나머지가 완전히 온(S0)이거나 "슬립(Sleep)"(램 또는 S3로의 서스펜드) 모드 중

하나일 때, 이 시스템은 관습적 또는 표준 오디오 플레이어, 즉 윈도우즈ⓡ하에서 동작하는 뮤직 매치(Music Match)나 윈

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의 수행을 시작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는 플레이 목록에 저장된 압축 오디오 파일들을 플

레이하는데 적합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기능 버튼들은 특수 목적 회로를 제어하는 대신에, 오디오 플레이어 소프

트웨어, 즉 뮤직 매치의 다양한 특성을 제어하는 첨부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패스쓰로우(passthrough)-타입

모드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적합할 수도 있다. 윈도우즈ⓡ와 같은 제1 운영체계가 완전히 오프(S5)되거나 "동면(hibernate)

"(HDD 또는 S4로의 서스펜드) 모드중 하나일 때, 특수 목적 회로의 구동은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플레이 목록으로부터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을 연주하기 위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기능 버튼들은 특수 목적 회로를 제어한다.

위에서 설명된 파워 상태들(즉, 완전히 온, 슬립/램으로의 서스펜드, 완전히 오프, 동면/HDD로의 서스펜드)은 어드밴스드

컨피규레이션 앤드 파워 인터페이스(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ACPI") 표준 조약을 이용하여 종종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전형적인 운영 체계(즉, 윈도우즈ⓡ)는 S0(완전히 온으로 구동되는)부터 S5(파워 오프)까지로 언급

되는 6개의 시스템 파워 상태들을 지원한다. 각 상태는 다음 사항들을 특징으로 한다: 파워 소모, 즉 컴퓨터가 파워를 소모

하는 양; 소프트웨어 속행, 즉 운영체계가 재시작하는 시점; 하드웨어 대기시간,즉 컴퓨터가 작업 상태로 되돌아오는데 걸

리는 시간; 및 시스템 상황, 즉 시스템 상황의 사용량 또는 운영체계가 작업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재부팅해야 하는지

여부. 상태 S0는 작업상태이다. 상태 S1, S2, S3 및 S4는 유휴(sleeping) 상태들로서, 파워 소모는 감소하지만 운영체계를

재시작하지 않고서도 작업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충분한 상황을 보유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오프된 것처럼 보인다. 상태 S5

는 셧다운(shutdown) 또는 오프상태이다. 셧다운 상태(S5)나 다른 유휴 상태(S1 내지 S4)로부터 작업 상태(S0)로 천이될

때, 시스템은 깨어나고, 작업 상태로부터 어떤 유휴 상태나 셧다운 상태로 천이될 때, 시스템은 유휴상태로 될 것이다. 시

스템은 하나의 유휴 상태로부터 다른 유휴 상태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어떤 유휴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시스템이 항상

작업 상태로 진입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상태 S2로부터 상태 S4로 천이할 수도 없고, 상태 S4로부터 상태 S2로

천이할 수도 없다. 먼저, 상태 S0로 되돌아가고, 그것으로부터 다음 유휴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중간 유휴 상태에서 시스

템은 이미 약간의 구동 환경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 상태로 되돌아가서 추가적인 상태 천이를 할 수 있기 전에 환경

를 회복해야 한다.

도 3과 관련하여 도 2를 다시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미니-구동체계의 파워 업과 플레이어 기능의 초기화를 위

한 과정(200)이 예시적으로 설명된다.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본 발명을 장착하고 있는 PC의 오디오 플레이어 기능의 초

기화에 앞서 어떤 시점에서 사용자는 관심있는 오디오 파일들을 HDD(36)에 다운로드하거나(도 2에 미도시), 본 발명의

오디오 플레이어 특성을 갖고서 사용하기 위한 CD-ROM 드라이브(38)에 놓여지는 CD-ROM를 굽는다. 도시된 것처럼,

단계 201에서, 그 과정(200)은 사용자가 오디오 플레이어 파워 스위치(54) 또는 컴퓨터의 주전원 스위치(도 3에 미도시)

중 어느 하나를 누르면 시작하여 시스템을 턴온시킨다. 단계 202에서는 컴퓨터가 정상 구동 모드로 부팅할 것인지 아니면

압축 오디오 연주 모드(여기에서 발명 구성 설명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오디오 파일 플레이 모드 또는 오디오 데이터 플레이

모드 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다)로 부팅할 것인지의 판단이 수행된다. 비록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판단이

그러한 능력(즉, 윈도우즈ⓡ 98)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인식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컴퓨터의 파워 스위치 또는 오디오 플레이어 파워 스위치(54)가 컴퓨터를 턴온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바이오스에서 수행된다. 컴퓨터의 파워 스위치가 컴퓨터를 턴온시

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단계 203에서 시스템은 정상 구동 모드로 부팅하고, 정상 구동 시스템(즉, 윈도우즈ⓡ 98)이 시

스템 램(30)으로 로딩되어 실행된다. 오디오 플레이어 파워 스위치(54)가 컴퓨터를 턴온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단

계 204에서 미니-운영체계는 시스템 램(30)으로 로딩된다. 단계 203에서, 미니-운영체계는 노스 브리지(28), 사우스 브

리지(32), 특수 목적 회로(40), 하드 드라이브(36), CD-ROM 드라이브(38), 코덱(42) 및 CPU(26)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

는 시스템 요소들을 초기화한다.

단계 208에서 판단되는 오디오 복원 요구는 시스템 초기화 시에 계속되지 않을 것이므로(즉, 메모리 버퍼가 채워지지 않으

므로), 시스템은 단계 207에서 기능 키들(48)중 하나가 눌러질 때까지 기능키들(48)로부터의 입력을 대기하는데, 이 때,

적절한 기능이 실행되고, 적절하다면, 단계 206에서 LCD 표시기가 업데이트된다. 명령이 오디오를 플레이하라는 사용자

의 요구를 포함한다면, 오디오 복원요구가 이 시점에서 계속될 것이고, 이 판단은 단계 208에서 수행된다. 오디오를 플레

이하기 위한 초기 요구시에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이 시스템 메모리 내에 없기 때문에-이 판단은 단계 209에서 수행됨,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은 HDD(36) 및/또는 CD-ROM 드라이브(38)로부터 읽혀져서 단계 210에서 시스템 메모리(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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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된다. 단계 210에서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이 시스템 메모리로 로딩된 후, 혹은 오디오 파일(들)이 시스템 메모리에 이

미 있으면-이 판단은 단계 209에서 수행됨, 오디오 파일들은 단계 211에서 시스템 CPU(26)를 이용하여 복원된다. 코덱

(42)으로의 DMA 전송(들)은 단계 212에서 복원된 오디오 데이터를 위하여 초기화되고, 그런 다음, 코덱(42)으로부터의

출력신호는 증폭기(44)에 의하여 증폭(도2에 미도시)되어 스피커 및/또는 헤드셋(46)을 구동한다. 단계 212에서 DMA전

송이 초기화된 후, 제어는 단계 208로 되돌아가서 오디오 복원요구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플레이목록 소프트웨어 구동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31)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시스템(31)은 플레이

목록 데이터 및/또는 압축된 파일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휴대용 메모리 매체(80)를 포함한다. 메모리

매체(80)는 스마트카드 매체, 메모리 스틱 매체, PCMCIA 메모리 매체 및/또는 이 기술에서 알려진 다른 휴대용 매체일 수

있다. 시스템이 온(ON)이고 매체가 휴대용 메모리 매체 위치(즉 스마트 카드, PCMCIA, 카드버스 카드, 메모리 스틱 또는

다른 매체를 적절한 슬롯으로 삽입하는 것에 의하여)에 존재하는 것으로 탐지되면, 메모리 독취기는 사우스 브리지(32)에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본 실시예의 특수 목적 회로(40)는 인터럽트를 수신하여 운영체계에게 그 메모리 장치(80)상에서

플레이목록 데이터를 읽기 위한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즉,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을 시작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생한다.

이 예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은 메모리 장치(80) 또는 플레이목록 파일에 특정된 몇몇 다른 위치중 어느 하나로부터 플레이

목록 파일을 읽어들이고 오디오 데이터를 검색하도록(retrieve) 제어한다. 유사하게, 미니-운영체계가 구동될 때, 특수 목

적 회로(40)는 메모리 장치(80)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여 플레이목록 데이터를 위한 장치를 스캔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진다. 그후, 시스템은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작한다.

여기에서 설명된 것처럼, 플레이목록 파일은 원하는 MP3 노래 목차를 갖는 사용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일반화된 데이터 파

일이다. 또한, 플레이목록 파일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MP3 데이터를 어디에 위치시키는 지에 관하여 지시하는 디스

크 경로 정보를 포함한다. 어떤 구동 시스템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동작중인 드라이브의 문자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플레이목록 소프트웨어는 이 구동 시스템에 의하여 특정 드라이브에 부여되는 볼륨 일련번호(VSN)를 읽어

들인다. 이 일련번호는 (드라이브를 다시 포맷하는 것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으므로, 플레이

목록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특정 드라이브 문자를 재할당하는 것에 상관없이 플레이목록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다. 이 특

징은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이 스위칭가능한 장치들과의 유사성을 다룬다.

이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이 하드웨어에 근거한 운영체계 선택(즉, 주전원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즈ⓡ를 부팅시키고, 오디오 제어 버튼을 눌러서 미니-운영체계를 부팅시키는 것)를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운영체계 선택 방법들 또한 고려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택 방법들은 배치 파일이나 다른 스크립

팅 또는 소프트웨어에 근거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1 운영체계를 닫고 제2 운영체계를 부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기술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본 발명의 미니-운영체계가 더 큰 운영체계(즉, 윈도우즈ⓡ, 리눅스 등과 같이 GUI에 근거

한 운영체계)의 일부, 또는 완전히 분리된 운영체계로 도구화되는 대신 "오퍼레이팅 시스템"(즉, "드라이브", "알고리즘", "

스크립트", "코드", "프로그램", "실행가능한", "루틴", "서브루틴", "유틸리티" 등)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 명명된 소프트

웨어 구성요소로써 상상가능하게 도구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명은 여기에 제시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설명를 위한 것이고 제한으로써 해석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설명를 읽고 나면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 수정 및/또는

본 발명의 변형 응용이 의심 없이 당업자에게 제안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청구항은 본 발명의 진정한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 수정 또는 변형예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컴퓨터 장치용 저전력 디지털 오디오 복호화/플레이 시스템에 사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동 흐름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미니-운영체계(OS)의 예시적인 파워 업과 플레이어 기능의 초기화를 도시한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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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플레이어 시스템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특수 목적 회로와 인터페이싱하는 다른 부품들과 관련된 그 회로의 내부 블럭

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레이어 시스템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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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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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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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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