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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 및이를 제어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 및 이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

른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방법은, 오디오 트랙별로 악절 단위의 구분 신호가 각 악절 사이에 

첨가되어 기록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오디오 데이터를 읽어들여 EFM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EFM 신

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기로 복조하여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복조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중 악절 종료 신호가 검출되었을 경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설정된 악절 반복 재생 설정 상태값과 비교하여, 악

절 반복 재생 설정시에 한해 이전 악절의 종료 데이터로 회귀하여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반복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

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노래 연습시, 악절 반복 기능을 통해 소정의 악절을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노래를 연습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컴팩트 디스크, 오디오 데이터, 악절, 반복, 재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랙 정보에 악절 종료 정보가 삽입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CDP(Compact Disk Player)모듈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악절 반복 재생 방법의 절차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화면표시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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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에서의 오디오 트랙별로 악절 단위의 구분 신호를 각 악절 사이에 첨가하여, 상기 악절 구분 신호를 기준으로 

플레이어의 설정에 따라 소정의 악절을 반복하여 재생시키는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 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 

및 이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Compact Disk)는 음성 등을 레이저를 사용하여 펄스코드변조 (Pulse Code Modulation : 이하 'PC

M') 방식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에 디지털 녹음한 것이며, 재생 동작시에도 레이저 반사광에 의해 신호를 

검출한다. 이러한 CD용 레코드 또는 플레이어를 CDP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은 음성 및 음악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한다. 디지

털 오디오 데이터는 그 비트열이 프레임(또는 AAU; Audio Access Unit)라 불리우는 최소단위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할 때 사용자는 반복구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반복 재생시킬 수 있다. 즉 재생

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임의 지점에서 다른 임의의 지점까지 반복구간으로 설정하여 반복 재생하는 것이다.

디지털 오디오를 이용한 반복재생시 사용자는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거나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 특히 오디오 플레이어 사용자는 청각적 판단과 수조작에 의해 반복구간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반복구간의 시작점과 종료점이 부적절한 경우 어절이나 소절이 끊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불필요한 음이나 불완전한 오디오를 반복 청취하게 됨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게 되며 반복학습효과

도 반감된다.

특히, 일반적인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노래를 연습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인 노래연습과정에서 흔히 이용하

는 방법으로써 특정 소절을 반복하여 연습하고자 할 경우, 종래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의 반복(repeat)기능은 극

히 짧은 부분의 반복 기능만 지원되어 원하는 부분의 반복재생을 할 수 없으며, 수동적으로 되감기하여 다시 재생하

여야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수동의 방법에 의해서 반복재생할 경우에도,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기는 용이하

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오디오 디지털 콤펙트 디스크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의 소정 트랙

의 음악 악절들 사이에 악절 구분 신호를 기록하며, 상기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 중 악절 반복 기능 선택시 상기 악절 

구분 신호의 검출에 의해 해당 악절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을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

은,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악절 반복 재생 신호를 전달하거나, 재생 악절 표시신호를 출력

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오디오 트랙별로 악절 단위의 구분 신호가 각 악절 사이에 첨가되어 기록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오디오 데이터 및 악절 종료 신호를 읽어들일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제어하여,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 신호를 출력하는 CDP 모듈; 상기 CDP 모듈로부터 생성된 EFM 신호를 복조하여 제1디지털 오디오 데

이터와 에러정정 검출용 패리티를 생성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 상기 디 지털 신호 처리기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

디오 데이터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기로부터 검출된 디

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검사하여 악절 종료 신호가 검출되었을 경우, 상기 악절 종료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송

하는 악절 반복 처리 모듈; 및 상기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압축, 저장 및 출력을 제어하며, 

상기 악절 반복 처리 모듈로부터 악절 종료 신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설정된 악절 반복 재

생 설정 상태값과 비교하여, 악절 반복 재생 설정시에 한해 이전 악절의 종료 데이터로 회귀하여 상기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를 반복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방법

은, (a)오디오 트랙별로 악절 단위의 구분 신호가 각 악절 사이에 첨가되어 기록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오디

오 데이터를 읽어들여 EFM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b)상기 EFM 신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기로 복조하여 디지털 오디

오 데이터 를 생성하는 단계; 및 (c)상기 복조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중 악절 종료 신호가 검출되었을 경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설정된 악절 반복 재생 설정 상태값과 비교하여, 악절 반복 재생 설정시에 한해 이전 악절의 종료 

데이터로 회귀하여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반복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하에서 설명되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 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도면 상에서 동일한 도면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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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요소를 지칭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랙 정보에 악절 종료 정보가 삽입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의 기록시 이용되는 데이터의 구조는 리드인(미도시) 및 

리드아웃(미도시)이라는 정보부분과, 데이터(미도시)라는 3가지로 구성되어, '섹션(10)'이라고 불린다. 섹션은 다수의

트랙(11 내지 13)이 모여 구성된 것이고, 또한 상기 섹션(10)이 하나 이상 모여서 하나의 컴팩트 디스크를 구성한다. 

이때, 섹션이나 트랙의 구성 방법에 따라, 별도의 호칭이 있으며, 상기 트랙은 하나의 미디어에 99개의 트랙까지 기록

될 수 있다.

섹션을 구성하는 리드인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중에 TOC(Table Of Contents)라는 

데이터의 트랙 어드레스를 표시하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리드아웃이 데이터의 마지막을 표시한다. 즉, 리

드인과 리드아웃에 약 15~20MB의 용량이 소비된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에서 한곡의 데이터는 하나의 트랙(11 내지 13)에 저장되어, 각 곡의 정보가 상기 

트랙(11 내지 13)에 의해 구분된다. 하나의 트랙(11 내지 13)은 트랙 시작을 나타내는 부분(20) 및 트랙의 종료를 나

타내는 부분(25)으로 구분되며, 상기 부분 사이에 한 곡의 오디오 데이터 정보가 기록된다.

한 곡의 노래, 즉 하나의 트랙 데이터는 대개 하나 이상의 악절(21 내지 24)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악절이라 함

은, 통상 음악에서 8마디를 말하며, 노래 연습시 반복해서 학습하는 단위가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예로써,

한 곡의 음악 데이터를 악절 단위로 나누어 악절 구분 정보를 삽입하여, 반복 재생의 단위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곡을 구분하는 단위는 상기와 같은 악절 단위뿐아니라, 2마디의 동기, 4마디의 작은악절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함은 자명하다.

악절단위로 반복 재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컴팩트 디스크의 오디오 데이터 기록시 상기 각 악절단위 사이에 악

절 구분 정보(21a 내지 23a)를 삽입하여 기록함으로써, 악절단위의 반복재생이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예컨대, 제

2악절 (22)의 재생을 반복하여 실행하고자 할 경우, 상기 제2악절(22)의 종료부 및 제3악절(23)의 시작부 사이에 악

절 구분 정보(22a)를 삽입하여 기록함으로써, 악절 반복 기능 설정시, 제2악절(22)의 재생(26)이 종료된 후, 악절 구

분 정보(22a)가 검출되면 다시 상기 재2악절(22)의 시작부로 회귀(27)하여 재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악절들 사이에 악절 구분 정보를 삽입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컴팩트 디스크에 기록하는 방법은, 컴팩트 디

스크 라이터(CD-R)에 의해 오디오 데이터 기록시 상기 각 트랙별 정보에서 악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기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으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은 상기 컴팩트 디스크 플레

이어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악절 반복 재 생 신호를 전달하거나, 재생 악절 표시신호를 출력하는 입/출력 인터페이

스(I/O Interface; 40); 오디오 트랙별로 악절 단위의 구분 신호가 각 악절 사이에 첨가되어 기록된 오디오 컴팩트 디

스크로부터 오디오 데이터 및 악절 종료 신호를 읽어들일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제어하여,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 신호를 출력하는 CDP 모듈(CDP Moduel; 30); 상기 CDP 모듈로부터 생성된 EFM 신호를 복조하여 제

1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와 에러정정 검출용 패리티를 생성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Digital Signal Processor; 60);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기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Digitla/Analog Converter; 70);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기로부터 검출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검사하여 

악절 종료 신호가 검출되었을 경우, 상기 악절 종료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송하는 악절 반복 처리 모듈(80); 

및 상기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압축, 저장 및 출력을 제어하며, 상기 악절 반복 처리 모듈로

부터 악절 종료 신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설정된 악절 반복 재생 설정 상태값과 비교하여,

악절 반복 재생 설정시에 한해 이전 악절의 종료 데이터로 회귀하여 상기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를 반복 재생하도록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50);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CD 플레이어에서와 같이 오디오 CD를 재생하고자 할 때, 상기 CDP 모듈(30) 에서 독출된 아날로그 오디오

데이터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40)를 통해 PCM(Pulse Code Modulation) 데이터의 형태로 출력되게 된다. 이때 출력

되는 데이터를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70)로 보낸 후 엠프(미도시)를 거치면, 스피커(미도 시)를 통하여 들을 수 있

는 소리로 변환된다.

이때, 출력되는 상기 PCM 데이터를 악절 반복 처리 모듈(80)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터를 검사하여, 상기 도 1에서 디

지털 오디오 데이터 기록시 삽입한 악절 구분 정보가 검출되면, 소정의 악절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재

생모드가 악절 재생모드인지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50)를 통해 검사한다.

상기 검사결과 악절 재생 모드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50)는 상기 CDP모듈(30)을 제어하여 

현재 종료된 악절의 시작부로 되감기를 실행한다. 만약 상기 검사결과 악절 재생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

기 악절 종료 정보를 무시하여 다음 악절의 재생을 진행한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CDP(Compact Disk Player)모듈의 구성도이다.

도 3를 참조하면, CDP 모듈(30)은 CD(Compact Disk)(31)를 회전시키기 위한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 : 32a); 

상기 CD(31)를 추적 재생하여 검출되는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광픽업부(33); 상기 광픽업부(33)를 이송시

키기 위한 스레드모터(Thread Motor : 32b); 상기 광픽업부(33)에서 검출된 고주파의 아날로그 신호를 선형 등화 및

파형 정형을 하는 아날로그 파형정형부(34); 프레임 동기신호를 검출하여 각 프레임의 선두 위치를 발견하는 동기검

출부(35); 연속된 펄스열을 만들어 상기 동기검출부(35) 및 디지털 신호 처리기(40)에 공급하는 위상동기루프 (Phas

e Locked Loop; 이하 'PLL')(36); 상기 광픽업부의 트래킹 및 포커싱을 제어하고, 상기 CD의 회전을 제어하는 서보

부(38); 상기 서보부의 제어명령에 따라 스핀들 모터(32a)와 스레드 모터(32b)를 각각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부(37)를

포함하 여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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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의한 CDP 모듈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핀들 모터(32a)가 CD(31)를 회전시키면, 광픽업부(33)는 CD(

31)를 추적 재생하여 검출되는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고, 이에 따른 트래킹 오차신호(T.E.) 및 포커싱 오차신호

(F.E.)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상기 광픽업부(33)는 레이저 다이오드(미도시), 광검출기(미도시), 대물렌즈(미도시)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스레드모터(32b)는 상기 광픽업부(33)가 CD(31)를 추적 재생할 수 있도록 이송시키게 되고, 아날로그 파형정형

부(34)는 상기 광픽업부(33)에서 검출된 고주파의 아날로그 신호를 소정의 레벨까지 증폭한 후에, 직류 성분 및 잡음

의 제거, 선형 등화 및 파형정형을 하게 된다.

상기 동기 검출부(35)는 디지털 신호들 중에서 프레임 동기신호를 검출하여 각 프레임의 선두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데, 이때 PLL(36)은 연속된 펄스열을 만들어 상기 동기검출부(35) 및 디지털 신호 처리기(40)에 공급하게 된다.

상기 서보부(38)는 트래킹 서보, 포커싱 서보, 회전서보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광픽업의 트래킹 및 포커싱과 상

기 CD(31)의 회전을 제어하게 되고, 구동부(37)는 상기 서보부(38)의 제어명령에 따라 스핀들 모터(32a)와 스레드 

모터 (32b)를 각각 구동시키게 된다.

한편,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기(60), 동기 검출부(35) 및 서보부(38)는 마이크로 프로세서(50)에 의해 제어되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악절 반복 재생 방법의 절차도이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악절 구분 정보가 기록된 CD로부터 오디오 트랙이 재생(S100)되며, 재생 중 제n번

째 악절 종료 신호가 검출(S110)될 경우, 현재 악절 반복 모드가 온(On)상태인지, 오프(Off)상태인지 검사(S120)한다

. 상기 악절 반복 모드의 선택은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사용자의 외부 조작에 의해 도2에서 상술한 입/출력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설정된다.

만약, 악절 반복 모드가 온상태이면, 현재 재생된 악절을 반복하여 재생하라는 의미이므로, 제(n-1)악절의 종료 신호,

즉 제n악절의 시작부로 회귀(S130)하여 제n악절 데이터를 다시 재생(S140)시킨다.

한편, 상기 악절 반복 모드가 오프상태이면, 악절 반복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상기 악절 종료 신호를 무시하여, 제(n+

1)악절의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S150)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화면표시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을 구현하는 플레이어(200)를 구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현재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창(210)을 통상의 기술로써 구현할 수 있으며, 재생되

고 있는 트랙의 정보(220) 및 본 발명으로써 구현되는 악절정보(230)를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상태창(210) 아래에는 사용자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녹음 버튼(240), 재생버튼(250), 정지버튼(260), 트랙 또는 

악절 이동 버튼(270, 280) 및 악절 재생 모드 선택 버튼(290)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상기 악절 재생 모드 선택 버튼(290)의 조작에 의해 악절 재생 모드 정보가 입/출력 인터

페이스(40)를 통해 마이크로 프로세서 (50)로 전달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노래 연습시, 악절 반복 기능을 통해 소정의 악절을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

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노래에 자신이 없는 사람의 경우, 상기 노래의 부족한 부분의 반복 연습함으로써, 음악

적 역량을 현저히 상승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

상기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악절 반복 재생 신호를 전달하거나, 재생 악절 표시신호를 출

력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오디오 트랙별로 악절 단위의 구분 신호가 각 악절 사이에 첨가되어 기록된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오디오 데이

터 및 악절 종료 신호를 읽어들일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제어하여,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 신호를 출력

하는 CDP 모듈;

상기 CDP 모듈로부터 생성된 EFM 신호를 복조하여 제1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와 에러정정 검출용 패리티를 생성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기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기로부터 검출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검사하여 악절 종료 신호가 검출되었을 경우, 상기 

악절 종료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송하는 악절 반복 처리 모듈; 및

상기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압축, 저장 및 출력을 제어하며, 상기 악절 반복 처리 모듈로부

터 악절 종료 신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설정된 악절 반복 재생 설정 상태값과 비교하여, 

악절 반복 재생 설정시에 한해 이전 악절의 종료 데이터로 회귀하여 상기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를 반복 재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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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서의 악절 반복 재생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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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57862

- 7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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