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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재생모드 수행중 픽업이 일시 정지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호스트로부

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될 때, 정확한 서브코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서브코드 제공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픽업을 통해 독출되는 데이터가 버퍼를 통해 재생하도록 구성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서브 코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버퍼로부터 소정 단위의 데이터가 출력될 때마다 소정 단위의

데이터가 출력된 회수와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착된 디스크의 내용 테이블(TOC) 정보를 토대로 가상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설정하는 단계; 재생모드 수행중 픽업이 일시 정지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서브

코드 데이터가 요구되면, 가상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서브 코드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로 제공할 수 있어 자동 재생 시나 게임 CD 재생 시와 같은 재

생 시에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된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일반적인 기능 블록 도이다.

도 2는 재생모드 시 종래의 서브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다.

도 3은 재생모드 시 본 발명에 따른 서브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의 일 예를 도시한 흐름 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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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서브코드 데이터 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재

생모드를 수행하고 있을 때, 호스트 컴퓨터로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디스크상의 각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 각 블록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부가 정보들 중 기록된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서브 코드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오디오용 디스크인 경

우에, 디스크에서 현재 재생되는 오디오신호가 몇 번째 곡을 얼마만큼 재생한 것인지를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가 서브 코드 데이터이다.

이 서브 코드 데이터는 디스크의 리드 인(lead_in)영역, 리드 아웃(lead-out) 영역 및 데이터 영역(또는 사용자 영역)

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리드 인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서브 코드 데이터는 디스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시작 시간 정보를 포함한 TOC(Table of contents) 데이터이다. 리드 아웃 영역에는 물리적으로 디스크의 마지

막임을 알려 주기 위한 서브 코드 데이터가 저장된다.

데이터 영역에는 실제 재생되는 블록의 위치 및 진행상태를 알려주는 서브 코드 데이터가 저장된다. 예를 들어 섹터

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해당되는 곡에서의 재생 시간(또는 진행시간)을 알려 주기 위한 상대 어드레스와 디

스크 전체 재생시간 중 해당되는 데이터가 재생되는 시간(또는 진행 누계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한 절대 어드레스가 저

장된다. 따라서,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서브 코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재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된 오디오용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일반적인 기능 블록 도로서, 호스트 컴퓨터로부

터 전송되는 명령에 따라 장착된 디스크를 구동하는 경우이다. 도 2는 재생 모드 시, 도 1에 도시된 광기기 디스크 드

라이브 가 호스트 컴퓨터로 서브코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 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호스트 컴퓨터로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201에서 디코더(105)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109)로부터 재생을 요구하는 명령이 전송되면, 마이컴(107)

은 단계 203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부(Digital Signal Processor, 이하 DSP라고 약함)(104)를 통해 서보 구동부(112)

및 스핀들 모터 구동부(114)를 제어하여 재생모드가 수행되도록 한다.

단계 205에서 마이컴(107)은 DSP(104)를 제어하여, 픽업(102)에 의해 독출되어 RF 증폭부(103)를 통해 DSP(104)

로 전송된 재생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디코더(105)를 통해 버퍼(106)로 전송되도록 한다. 디코더(105)를 통

해 버퍼(106)에 저장되었던 재생 신호가 DSP(104)에 인가되면, 오디오 신호 처리부(108)로 전송되도록 한다. 버퍼(1

06)를 이용하는 것은 픽업(102)에 의해 독출되는 속도가 오디오 신호 처리부(108)를 통해 재생되는 신호 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생 모드가 수행될 때, 마이컴(107)은 버퍼(106)의 상태를 계속 체크한다. 체크결과, 버퍼(106)의 상태가 

풀(full)로 감지되면, 마이컴(107)은 단계 209에서 DSP(104)로 일시 정지 모드 설정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DSP(10

4)는 서보 구동부(112)를 제어하여 픽업(102)이 일시 정지모드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단계 211에서 호스트 컴퓨터(109)로부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되면, 마이컴(107)은 단계 213에서 DSP(10

4)로 위치검출을 요구한다. DSP(104)는 단 계 215에서 현재 RF증폭부(103)로부터 전송된 RF신호를 토대로 한 서브

코드 데이터를 디코더(105)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109)로 제공한다.

그리고, 단계 217에서 마이컴(107)은 재생종료가 요구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체크결과, 재생종료가 요구되지 않았으

면, 단계 207로 진행되어 상술한 과정을 반복 수행하게 된다. 재생종료가 요구되었으면, 마이컴(107)은 재생모드를 

종료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픽업(102)이 일시정지모드로 설정될 경우에, 픽업(102)은 버퍼(106)가 풀 상태로 설정된 

트랙을 기준으로 일시정지(포즈)영역 내에서 일정 위치의 트랙을 반복적으로 점프한다. 이는 일시정지모드에서도 스

핀들 모터(115)에 의해 디스크(101)가 계속 회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정지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호스트 컴퓨터(109)로부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되면, 버퍼(106)에 마지

막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트랙을 기준으로 일시정지 영역에 따른 트랙의 오차를 포함하는 서브코드 데이터가 제공되

어 정확한 서브코드 데이터가 호스트 컴퓨터(109)로 제공되지 못하여 자동 재생 시나 게임 CD 재생 시와 같은 재생 

시에 부자연스러운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재생모드 수행 중 픽

업이 일시 정지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호스트로부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될 때, 정확한 서브코드 데이터를 제공

하기 위한 서브코드 제공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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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픽업을 통해 독출되는 데이터가 버퍼를 통해 재생하도록 구성

된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서브 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에 있어서, 버퍼로부터 소정 단위의 데

이터가 출력될 때마다 소정 단위의 데이터가 출력된 회수와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착된 디스크의 내용 테이블(

TOC) 정보를 토대로 가상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설정하는 단계; 재생모드 수행중 픽업이 일시 정지 모드로 설정된 상

태에서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되면, 가상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재생모드 시 본 발명에 따른 서브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에

대한 일 예를 도시한 흐름 도이다.

먼저, 단계 301에서 호스트 컴퓨터(109)로부터 재생이 요구되면, 단계 303에서 마이컴(107)은 DSP(104)를 통해 서

보 구동부(112) 및 스핀들 모터 구동부(114)를 제어하여 재생모드가 수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단계 305에서 마이컴(107)은 DSP(104)를 제어하여, RF 증폭부(103)에서 출력된 RF신호에 대한 디지털 신

호처리 결과를 디코더(105)를 통해 버퍼(106)에 저장시키고, 버퍼(106)에서 읽혀진 디지털 신호처리된 신호가 디코

더(105)로부터 전송되면 오디오 신호 처리부(108)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재생 모드가 수행되도록 한다.

그 다음, 마이컴(107)은 단계 307에서 디코더(105)를 통해 버퍼(106)의 출력상태를 체크하면서 가상 서브 코드 데이

터를 설정한다. 즉, 버퍼(106)로부터 1섹터 의 데이터가 출력될 때마다 가상 서브 코드 데이터를 설정한다. 설정되는 

가상 서브 코드 데이터는 현재 출력되는 1섹터에 대한 절대 어드레스, 상대 어드레스, 트랙 정보이다.

절대 어드레스는 해당되는 디스크(101)의 전체 재생시간 중 해당되는 재생시간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상대 어드레스

는 디스크(101)가 다수의 곡이 기록된 디스크인 경우에 해당되는 곡에서의 재생시간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따라서, 

버퍼(106)에서 1섹터의 데이터가 출력될 때마다 마이컴(107)은 상대 어드레스 및 절대 어드레스 값이 1씩 증가되도

록 설정한다. 상대 어드레스는 해당되는 곡의 마지막 섹터인 경우에 리셋되도록 설정한다.

버퍼(106)에서 출력되는 섹터가 임의의 곡의 마지막 섹터인지는 재생모드를 수행하기 전에 기존의 방식에 따라 버퍼

(106)에 저장한 TOC정보를 토대로 마이컴(107)이 연산한 결과에 의한다. 트랙 정보에는 해당되는 트랙의 용도 및 트

랙 번호가 포함된다. 이 트랙정보 또한, 버퍼(106)에 저장되어 있는 TOC정보를 토대로 마이컴(107)이 설정한다.

이와 같이 재생모드를 수행하고 있을 때, 마이컴(107)은 단계 309에서 계속적으로 버퍼(106)의 상태가 풀인지를 체

크한다. 체크결과, 버퍼(106)의 상태가 풀이 아니면, 단계 305로 진행되어 상술한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버

퍼(106)의 상태가 풀이면, 단계 311에서 마이컴(107)은 DSP(104)로 픽업(102)에 대한 일시정지모드 설정을 요구한

다. 이에 따라 DSP(104)는 서보 구동부(112)를 제어하여 기존과 같이 픽업(102)이 일시정지모드로 운영되도록 한다.

픽업(102)이 일시정지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계 313에서 호스트 컴퓨터(109)로부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되면, 단계 315에서 마이컴(107)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가상 서브 코드 데이터를 디코더(105)를 통해 호스트 컴

퓨터(109)로 전송한다.

그 다음, 단계 317에서 호스트 컴퓨터(109)로부터 재생종료가 요구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체크결과, 재생종료가 요구

되지 않았으면, 단계 309로 진행되어 상술한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재생종료가 요구되었으면, 재생모드를 

종료한다.

상술한 실시 예는 픽업(102)이 일시정지모드로 설정된 경우에 호스트 컴퓨터(109)로부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되

면, 마이컴(107)에 설정되어 있는 가상 서브코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나, 픽업(102)이 일시정지모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생모드에서도 마이컴(107)에 설정되어 있는 가상 서브코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재생모드 수행 중에 픽업이 일시 정지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서브코드 데이터가 요구되면, 서보 구동에 관계없이 마이컴에서 실질적으로 재생되는 신호를 

토대로 설정한 가상 서브 코드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정확한 서브코드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어 자동 재생 시나 게임 CD 재생 시와 같은 재생 시에 부자연스러운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픽업을 통해 독출되는 데이터가 버퍼를 통해 재생하도록 구성된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서브 

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버퍼로부터 소정 단위의 데이터가 출력될 때마다 상기 소정 단위의 데이터가 출력된 회수와 상기 광기기 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착된 디스크의 내용 테이블(TOC) 정보를 토대로 가상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설정하는 단계;

재생모드 수행중 상기 픽업이 일시 정지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상기 서브 코드 데이터가

요구되면, 상기 가상의 서브 코드 데이터를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브 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의 서브 코드 데이터는 트랙 정보, 상대 어드레스 및 절대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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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서브 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서브 코드 데이터를 설정하는 단계는 1섹터 단위의 데이터가 출력될 때마

다 상기 가상 서브 코드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브 코드 데이터 제공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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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396886

- 6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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