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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시스템 디코더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부로의 데이타 고속 전송을 위한 시스템 디코더 및 트랙버퍼링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광 디스크 재생장치에 있어서 고속 데이타 전송을 위한 시스템 
디코더 및 그에 따른 트랙버퍼링 제어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다. 그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트랙버퍼용 메모리와,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를 페이지모드로 액세스 제
어하기 위한 피포메모리를 갖는 시스템 디코더를 구비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트랙버퍼링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를 액세스 요구하는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이에 응답하여 액세스 승인신호를 출력
하고, 상기 액세스 요구신호가 중복되어 입력되는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디지탈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의 시스템 디코더에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탈 비디오(혹은 versatile) 디스크 재생장치의 개략적인 블럭구성도

도 2는 도 1중 종래 시스템 디코더(18)의 상세 블럭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트랙버퍼 제어관련 블럭구성도.

도 4는 도 3중 제2메모리(30) 맵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시스템 디코더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부로의 데이타 고속 전송을 위한 
시스템 디코더 및 트랙버퍼링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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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광을 이용하여 기록매체상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독출할 수 있는 광 디스크 기술이 약 20년 전
에 확립된 이후 LD(Laser Disc)나 CD(Compact Disc)를 시작으로 재생전용기기가 일반 가정에 급속히 보급
되었으며 이러한 광 디스크를 이용한 기록재생장치의 실용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버라이
트(overwrite)는 물론이고 단파장 레이저나 기록재생기술의 발달로 고밀도화가 진전되고 있다.

한편 디지탈화상 압축기술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2는 
10Mbps 이하의 정보전송율로 현재 일반가정에서 수신되는 정도의 화질을 재생할 수 있으며, 오디오 분야
에서도 다채널 오디오 재생이 가능한 오디오 압축기법인 AC-3가 등장하여 고품질의 오디오와 멀티사운드
를 일반가정에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등장한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Digital Video(혹
은 Versatile) Disc)는 금후 등장할 DVD-R(녹화가능)과 함께 종래 화상기록재생장치인 VTR은 물론 기존 
CD-ROM의 역할에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DVD는 디지탈 동화 디스크 매체의 
하나로서 MPEG2의 디지탈 영상을 2시간 이상 저장하는 차세대 고화질, 고음질의 보급형 멀티미디어 기억
장치이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DVD) 재생장치의 개략적인 블럭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에서 
디스크(10)를 회전시키면 디스크 모터(16)가 어떤 속도로 회전을 시작하고, 헤드(12)를 구비한 광 픽업에
서는 디스크(10)로부터 재생된 정보가 아나로그의 고주파(RF)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이 신호는 펄스
파형으로 정형되어 데이타 스트림(ESM)이 하기 디지탈 위상동기루프(Phase Locked Loop:PLL이라함)(20)와 
시스템 디코더(18)에 전달된다. 시스템 디코더(18)는 상기 데이타 스트림(ESM)을 입력하여 이를 복조, 에
러정정 및 디스크램블링 등을 수행하여 출력한다. 디지탈 위상동기루프(20)는 위상비교회로, 전압제어발
진기 및 분주기 등으로 이루어져 임의의 광 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신호에 동기된 제1클럭을 발생한다. 디
스크 구동 제어부(22)는 소정의 상기 동기검출부(도시하지 않았음)에서 제공되는 프레임동기신호(Sf)에 
따라 주파수서보, 위상서보 등을 고려하여 디스크 회전의 정선속도(Constant Linear Velocity) 및 기타 
디스크 관련 동작을 제어한다.

마이컴(24)은 제어프로그램에 따라 DVD 재생장치의 전반적인 제어동작을 수행한다. 예를들면 마이컴(24)
은 오디오/비디오 디코더(Audio/Video:이하 A/V 디코더라함) 혹은 롬 디코더(32)로부터 데이타 전송개시
신호를 받으면 전송제어신호를 발생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시스템클럭 발생부(26)는 수정 발진기로서 제2
클럭 즉, 시스템클럭 PLCK를 발생하여 디스크 구동 제어부(22) 및 에러정정부(도시하지 않았음)로 출력한
다. 한편 상기 시스템 디코더(18)에 연결되어 있는 제1메모리(28)는 에러정정용 메모리로서 통상 스태틱
램(SRAM)을 사용하며, 제2메모리(30)는 트랙버퍼용 메모리로서 통상 다이내믹램(DRAM)을 사용한다. 롬 디
코더(32)는 주로 호스트(예를들면 개인용컴퓨터)에 내장되며 호스트의 명령에 따라 동작하고 상기 시스템 
디코더(18)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소정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상기 호스트로 전달한다. 디멀티플렉서
(demultiplexer)(34)는 데이터 파서(phaser)로서 오디오신호와 비디오신호를 각각 AC3/MPEG 오디오 디코
더(42)와 MPEG2 비디오 디코더(36)로 출력한다. 따라서 비디오 디코더(36)와 오디오 디코더(42)에서 각각 
복조된 비디오데이타 및 오디오데이타는 NTSC(혹은 PAL)엔코더(38)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44)로 전달
되어 각각 모니터(40)와 스피커(46)를 통해 출력된다. 이하 도 1중 종래 시스템 디코더(18)의 상세구성을 
보인 도 2를 참조하여 종래 DVD재생장치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2는 도 1중 시스템 디코더(18)의 상세 블럭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제1 및 제2메모
리(28,30)는 각각 SRAM과 DRAM으로서 전자는 에러정정용이고 후자는 데이타 버퍼용이다. 우선 헤드(12)를 
통해 독출된 데이타 스트림(ESM)은 EFM 복조부(100)의 32비트 쉬프트 레지스터(102)와 16-8복조부(104)를 
통해 기록전의 상태로 복조되어 출력된다. 이때 동기 검출부(106)는 상기 32비트 쉬프트 레지스터(102)를 
통해 프레임동기신호(Sf)를 검출하여 디지탈 위상 동기루프(20)로 출력한다. 한편 디스크(10)로부터 독출
된 데이타는 상기 EFM 복조부(100)에서 기록전의 상태로 복조되어 ECC메모리 제어부(108)의 제어하에 상
기 제1메모리(28)에 저장된다. 이후 제1메모리(28)에 저장된 복조 데이타는 ECC 메모리 제어부(108)의 제
어하에 다시 블럭단위로 독출되어 에러정정부(110)에 전달되고, 상기 에러정정부(110)에서 에러가 정정된 
데이타는 ECC 메모리 제어부(108)의 제어하에 디스크램블러 및 에러검출부(112)로 전송된다. 디스클램블
러는 데이타 인코딩과정에서 스크램블링된 데이타를 복원하고, 에러검출부에서는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타
의 에러를 검출한다. 통상 디스크램블링과 에러검출은 섹터 단위로 행해지며 검출된 에러정보는 메인데이
타(Main Data:MD)와 함께 트랙버퍼 메모리 제어부(120)의 제어에 의해 데이타 버퍼용인 제2메모리(30)에 
저장된다. 상기 트랙버퍼 메모리 제어부(120)는 버퍼 라이트 제어부(114), 버퍼 리드 제어부(118), 마이
컴 I/F부(122) 등으로부터 제2메모리(30) 액세스 요구(req)신호가 입력되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
신호(ack)를 발생하여 데이타 리드/라이트 동작을 제어한다. 한편 버퍼 라이트 제어부(114)는 상기 트랙
버퍼 메모리 제어부(120)의 제어하에 디스크램블링 및 에러검출 완료된 데이타를 제2메모리(30)상에 라이
트하며, 버퍼 리드 제어부(118)는 상기 트랙버퍼 메모리 제어부(120)의 제어하에 상기 제2메모리(30)상에 
저장된 데이타를 리드하여 A/V디코더 I/F부 및 DVD-ROM I/F부(126)로 출력한다. 마이컴 I/F부(122)는 시
스템 디코더(124)와 마이컴(24) 사이의 송수신신호를 인터페이싱한다.

상술한 구성을 갖는 종래 시스템 디코더(18)의 데이타 처리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제1단계로 데이
타 스트림을 입력하여 동기검출, ID검출 및 데이타 복조를 수행한후 제2단계로서 에러검출 및 정정을 수
행한다. 이후 제3단계로서 에러정정된 복조 데이타의 디스크램블링 및 에러검출을 수행한후 트랙버퍼링을 
수행한다. 이러한 데이타 처리과정에서 트랙버퍼링시의 트랙버퍼 메모리 제어부(120)의 동작을 설명하면, 
우선 트랙버퍼 메모리 제어부(1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메모리(30)를 여러 곳에서 액세스하기 
위한 요구(req)신호가 입력되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신호(ack)신호를 발생하고, 허가(ack)신호가 
입력된 곳에서는 제2메모리(30)로부터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수의 워드(word)를 리드하거나 라이트 하
게된다. 그러나 디스크램블러  에러검출부(112)로부터 입력되는 메인데이타(MD)와 에러정보는 워드단위
(통상 1워드 리드/라이트 시간은 92ns)로 유입됨으로서 다른 곳에서 제2메모리(30)를 액세스하기 위한 요
구신호가 중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제2메모리(30)를 액세스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외부로의 
데이타 전송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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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광 디스크 재생장치에 있어서 고속 데이타 전송을 위한 시스템 디코더 및 그에 
따른 트랙버퍼링 제어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트랙버퍼용 메모리와,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를 페이지모드로 액
세스 제어하기 위한 피포메모리를 갖는 시스템 디코더를 구비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트랙버퍼링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를 액세스 요구하는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이에 응답하여 액세스 
승인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액세스 요구신호가 중복되어 입력되는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신호
를 순차적으로 출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트랙버퍼 제어관련(이하 이를 트랙버퍼링부라 정의한다) 블럭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며, 도 4는 도 3중 트랙버퍼 메모리인 제2메모리(30) 맵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을 참조하
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트랙버퍼링부는 버퍼 라이트 제어부(114)의 입력단과 버퍼 리드 제어부
(118)의 출력단에 각각 피포메모리1(128)과 피포메모리2(130)가 연결되는 것외에는 종래 트랙버퍼링부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상기 피포메모리1,2(128,130)는 각각 디스크램블러  에러검출부(112)와 제2메모리
(30)로부터 메인데이타(MD)를 입력하여 선입선출방식으로 출력한다. 통상 DRAM을 트랙버퍼용 메모리로 사
용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액세스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페이지  모드로  DRAM을  액세스 
해야한다.페이지 모드로 DRAM을 액세스하는 경우 리드/라이트 하여야 할 데이타의 양이 많아질수록 피포
메모리1,2(128,130)의 크기가 커져야 하므로 액세스해야 할 워드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8워드로 가
정한다.

한편 트랙버퍼용 메모리인 제2메모리(30)에 라이트되는 메인데이타(MD)는 섹터단위로 기록과 전송이 되고 
에러정보도 섹터단위로 발생된다. 따라서 제2메모리(30)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영역과 에러정
보영역 그리고 마이컴영역으로 구성한다. 데이타영역은 메인데이타(MD)가 기록되는 영역으로 1032워드(1
섹터:2064바이트)단위로 기록되며, 에러정보영역은 데이타영역에 기록된 메인데이타(MD)에 대한 에러정보
가 기록되는 곳으로 메인데이타(MD) 1섹터의 에러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1워드가 사용된다. 즉, 데이타영
역의 시작위치로부터 n번재 섹터에 대한 에러정보는 에러정보영역의 시작위로부터 n번째 워드에 기록되어
진다. 실제 에러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1비트만으로 가능하지만 에러정보 라이트와 리드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워드단위로 표현한다. 마이컴영역은 마이컴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리드/라이트 할 
수 있도록 할당된 마이컴전용영역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2메모리(30)를 액세스하는 부분은 버퍼 라이
트 제어부(114), 버퍼 리드 제어부(118), 마이컴 I/F부(122), 리프레쉬(132)등 모두 4곳이고, 이들 각 부
분에서 동시에 둘 이상 제2메모리(30) 액세스 요구신호(req)가 발생되면 트랙버퍼 메모리 제어부(120)에
서 우선순위를 판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곳으로 허가신호(ack)를 발생시켜 주고 허가신호(ack)를 받은 
곳에서는 제2메모리(30)를 액세스하게 된다.

이하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트랙버퍼링 제어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메인데이타(MD) 및 에러정보가 제2메모리(30)상에 라이트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에러정정 완료된 메
인데이타(MD)는 섹터단위로 디스크램블링 및 에러검출된 후 메인데이타(MD)와 에러정보는 각각 제2메모리
(30)상에 라이트된다. 만약 4배속인 경우 라이트되어야 할 데이타는 358μs당 1033워드(메인데이타(1032
워드) +에러정보(1워드))이다. 그리고 피포메모리1(128)에 있는 메인데이타(MD)를 페이지 모드로 라이트
할때 한번의 페이지 모드 라이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266ns이나, 시스템클럭 PLCK를 메인클럭으로 제2메모
리(30) 제어신호를 발생하여야 하므로 실제 287ns가 소요된다. 따라서 1섹터의 메인데이타(MD)는 1032워
드이므로 129번의 페이지 모드 라이트를 해야하고, 매 2.775μs마다 라이트동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에
러정보는 1섹터에 1워드를 라이트하며, 1워드를 단독으로 라이트할때 소요되는 시간은 92.6ns이다. 따라
서 1섹터의 데이타와 에러정보를 라이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58μs중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37.116μ
s가 된다.

이하 메인데이타(MD) 및 에러정보의 리드과정을 설명하면, 우선 PIO4모드하에서 제2메모리(30)상에 라이
트되어 있는 데이타를 외부로 전송할때의 최대 전송율은 16.5MB/sec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최대 전송
율을 20MB/sec로 하기 위해서는 1섹터가 제2메모리(30)에 입력되는 시간인 358μs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358μs당 7160바이트가 리드되어야 한다. 따라서 1회의 페이지모드 리드시에 8워드씩 리드한다면 448번의 
페이지모드 리드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779ns마다 페이지모드 리드가 이루어 져야 최대 전송율인 20MB/sec
를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전송율인 20MB/sec의 전송율로 전송될때 358μs 동안 제2메모리(30)를 
액세스하는 시간은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128.668μs가 된다.

즉,  페이지모드  리드시에는  페이지모드  라이트와  같이  8워드씩  리드를  하면  한번의  페이지  리드시에 
287ns가 소요되므로 20MB/sec로 전송중에 779ns 마다 페이지모드 리드가 수행되고, 한번의 페이지모드 리
드에는 287ns가 소요되므로 매번 492ns의 빈 시간이 있게 된다. 이러한 빈 시간은 한번의 페이지모드 라
이트와 한번의 단일 워드 액세스, 그리고 한번의 리프레쉬가 가능한 시간이므로 동시에 4곳에서 제2메모
리(30) 액세스 요구가 발생되어도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다.

이하 마이컴의 제2메모리(30) 액세스 과정을 설명하면, 우선 마이컴은 제2메모리(30)를 보조메모리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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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즉, 볼륨(Volume)정보나 DSI정보 등을 원하는 위치에 라이트하거나 리드하기 위해 제2메모
리(30)를 액세스하게 된다. 마이컴은 워드 또는 바이트 단위로 필요한 정보를 리드/라이트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시간당 리드/라이트하는 데이타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페이지모드 리드와 페
이지모드 라이트가 연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타의 수가 줄어들고, 제2
메모리(30)를 액세스하지 않는 곳이 많을수록 제2메모리(30)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마이컴이 적어도 779ns 이내에 한번 이상 제2메모리(30)를 액세스 한다면 제2메모리(30)가 가장 
빈번하게 액세스되고 있는 경우라도 358ns내에 448워드는 리드/라이트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피포메모리를 이용하여 페이지모드로 리드/라이트 동작을 제어함으로서 PIO4 
모드에서 요구되는 16.5MB/sec를 초월하여 20MB/sec까지의 전송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 재생장치의 시스템 디코더 트랙버퍼링부에 피포메모리
를 추가 구성하여 페이지모드로 리드/라이트를 수행함으로서 데이타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트랙버퍼용 메모리를 구비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시스템 디코더에 있어서, 에러정정완료후 디스크램
블링 및 에러검출 완료된 데이타를 입력하여 복수 워드단위씩 출력하는 제1피포메모리와, 상기 트랙버퍼
용 메모리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복수워드단위씩 출력하는 제2피포메모리와, 상기 제1피포메모리상에 
라이트되어 있는 데이타를 페이지모드로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상에 라이트하고,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
리상에 라이트되어 있는 데이타를 페이지모드로 리드하여 상기 제2피포메모리로 출력제어하는 트랙버퍼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디코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는, 메인데이타가 기록되는 영역과, 상기 메인데이타에 대한 에
러정보가 기록되는 에러정보영역과, 상기 재생장치의 마이컴이 액세스할 수 있는 마이컴 전용영역으로 구
획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시스템 디코더.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 디스크 재생장치는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 재생장치임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디코더.

청구항 4 

트랙버퍼용 메모리와,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를 페이지모드로 액세스 제어하기 위한 피포메모리를 갖는 
시스템 디코더를 구비하는 광 디스크 재생장치의 트랙버퍼링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랙버퍼용 메모리
를 액세스 요구하는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이에 응답하여 액세스 승인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액세스 요구
신호가 중복되어 입력되는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버퍼링 제어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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