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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고속 재생 제어장치 및 방법

요약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고속 재생 제어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디스크
램블링하며, 상기 디스크램블링한 데이터로부터 네비게이션_팩 섹터를 검출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디스크램블러에 의한 네비게이션_팩 섹터 검출을 감지하면 네비게이션_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네비게이션_
인터럽트 발생부와,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네비게이션_인터럽트를 감
지하면 상기 메모리를 액세스하여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에 포함된 네비게이션_팩 섹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거 디스크상의 다음 재생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디스크의 구동을 제어하는 마이컴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재생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프로세서와 그 주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낸 블록
도
도 3은 도 2중 네비게이션 인터럽트 발생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2중 레지스터부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임의의 비디오 오브젝트_아이디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5중 하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도 6중 네비게이션 팩 섹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이용되는 임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_탐색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표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고속 재생 제어를 위한 동작 과정을 나타낸 흐
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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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재생장치에 있어서 각종 재생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는 디지털 동화 디스크 매체의 하나로서,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2의
디지털 영상을 2시간 이상 저장하는 차세대 고화질??고음질의 보급형 멀티미디어 기억장치이다.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재생장치가 고속 정방향(Fast Forward: 이하 FF라 함.) 재생이나 고속
역방향(Fast Backward: 이하 FB라 함.) 재생 혹은 네비게이션(navigation) 재생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수단, 즉 마이컴이 네비게이션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그
런데 마이컴이 네비게이션 정보를 입수하기까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장치의 구조상 마이컴이
데이터프로세서[예: Digital Signal Processor(DSP)]에 장착된 메모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어서 디스크램블링이 끝난 데이터를 데이터프로세서의 후단에 접속된 비디오/오디오 디코더에 내장
혹은 외장된 메모리(도시하지 않음.)로부터 구할 수밖에 없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데이터프로세서로부
터 비디오/오디오 디코더에 전달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에러의 유·무를 알려주는 정보(에러플래그정
보)를 해당 데이터가 전송된 후에나 전달받게 되므로 현재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
지 제때 판단할 수가 없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몇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한 예로 FF나 FB 혹은 네비게이션 재생
을 요구한 사용자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다른 예로, FF나 FB를 수행하는 동안에 디스크
상의 결함(defect)을 만났을 때 에러 복구를 즉시 하지 못할 경우 그 데이터를 그냥 비디오/오디오 디코
더로 전송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에러를 유발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FF나 FB 혹은 기타 재생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어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고속 재생 제어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비디오 디스
크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며, 상기 디스크램블링한 데이터로부터 네비게이션_팩 섹터를 검
출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디스크램블러에 의한 네비게이션_팩 섹터 검출을 감지하면 네비게이션_인
터럽트를 발생하는 네비게이션_인터럽트 발생부와,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네비게이션_인터럽트를 감지하면 상기 메모리를 액세스하여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에 포함된 네비
게이션_팩 섹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거 디스크상의 다음 재생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디스크의
구동을 제어하는 마이컴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
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재생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디스크(100)를 재생시키면 디스크 모터(160)가 어떤 속도로 회전을 시작하고, 헤드(120)를 구비한 광픽
업에서는 트래킹 및 포커싱제어를 수행하여 디스크(100) 정보가 아나로그의 고주파(RF)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이 신호는 펄스 파형으로 정형되어 데이터 스트림(ESM)이 하기 디지털 위상동기루프(Phase
Locked
Loop:
이하
PLL이라
함.)(300)와
데이터프로세서(200)에
전달된다.
상기
디지털
위상동기루프(300)는 위상비교회로, 전압제어발진기 및 분주기 등으로 이루어져 임의의 광디스크로부터
재생된 신호에 동기된 클럭을 발생한다. 디스크구동제어부(400)는 데이터프로세서(200)의 동기검출부(도
시하지 않았슴.)에서 제공되는 프레임동기신호(Sf)에 따라 주파수서보, 위상서보등을 고려하여 디스크
회전의 정선속도(Constant Linear Velocity) 및 기타 디스크 관련 동작을 제어한다. 메모리(330)은 에러
정정, VBR(Variable Bit Rate) 및 데이터 버퍼용이다. 상기 데이터프로세서(200)에서는 상기
디스크(100)로부터 읽어낸 데이터를 기록전의 상태로 복조한다. 이 복조된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330)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블럭단위로 독출되어 데이터프로세서(200)에서 에러가 정정된 데이터는 다시 상기 메
모리(330)에 저장된다. 또한 상기 데이터프로세서(200)에서는 상기 메모리(330)에서 독출한 데이터에 대
한 디스크램블링을 실시한 후 파서(parser)(610)로 전달한다. 상기 파서(610)는 오디오신호와 비디오신
호를 각각 AC3/MPEG 오디오디코더(630)와 MPEG2 비디오디코더(620)로 전달한다. 마이컴(500)은 광디스크
재생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제어부이다. 사용자의 요구 또는 디스크내에 있
는 제어정보의 요구에 의해 비디오/오디오 디코더(620, 630)를 기동(비디오, 오디오 재생을 개시)시키면
상기 비디오/오디오 디코더(620, 630)는 데이터프로세서(200)에 데이터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상기 마
이컴(500)은 디스크(100)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상기 데이터프로세서(200)의 메모리(330)에서 에러정
정, 디스크램블링 등을 하게 한 다음 상기 비디오/오디오 디코더(620, 630)로 전송하게 하는 등의 제어
를 한다. 상기 오디오디코더(630)와 비디오디코더(620)에서 복조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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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C(혹은 PAL)엔코더(700)와 디지털/아날로그변환부(800)로 전달되어 각각 모니터(960)와 스피커(970)
를 통해 출력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데이터프로세서와 그 주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낸 블록
도이다.
복조부(250)는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림(ESM)을 소정 비트들로 이루어진 심볼단위로 복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복조부(250)는 예를 들어 32비트 쉬프트레지스터와 16-8복조(Eight to Sixteen demodulation)부로
구성되는데, 상기 데이터 스트림(ESM)을 상기 쉬프트레지스터에 입력하고 이 쉬프트레지스터에서 출력되
는 32비트중 하위(혹은 상위) 16비트를 선택하여 16-8복조부로 전달하여 상기 16-8복조부가 입력된 16비
트의 데이터를 하나의 심볼을 이루는 8비트로 변환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ECC부(230)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계열의 디스크에서 읽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소정의 에러정정블럭에 대하여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
으로 에러정정을 한다. 상기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은 예를 들어 각각 (182, 172, 11), (208, 192, 17)로
할 수 있다. 즉 코드워드의 길이가 각각 182, 208이고, 패리티를 제외한 주(main)데이터가 172, 192이
며, 코드워드간격은 각각 11, 17이다. 이러한 에러정정을 위해 상기 메모리(330)는 상기 복조부(250)에
서 출력되는 ID 데이터 및 주데이터들을 모아 소정의 블럭단위로 저장해놓음으로써 상기 에러정정블럭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에러정정블럭은 16섹터에 대한 데이터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메모리(330)는
상기 두 방향의 에러정정 사이에 데이터를 버퍼링하고 정정 완료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 디
스크램블러(240)는 상기 메모리(330)에 저장된 정정 완료된 데이터중 주데이터는 디스크에 기록되기전에
스크램블이 되어 있으므로, 주데이터를 독출한 것을 입력하고 이를 디스크램블하여 원래의 데이터로 복
원한 다음 다시 상기 메모리(330)에 저장한다. 또한 상기 데이터로부터 NV_팩 섹터를 검출한다. 메모리
제어부(508)는 복조된 데이터에 대한 에러정정을 위해 상기 메모리(330)를 액세스하기 위한 제어를 한
다. 또한 상기 메모리제어부(508)는 에러정정이 완료된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램블링을 위해 상기
메모리(330)를 액세스(Descramble RD/WR)하기 위한 제어를 한다. 즉 상기 메모리(330)로부터 디스크램블
링할 데이터를 읽어내거나 디스크램블링이 끝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330)가 버퍼링하여 마이컴(500)에
서 발생하는 전송제어신호에 따라 오디오/비디오 디코더(620, 630)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모
리 제어를 한다. 상기 오디오/비디오 디코더(620, 630)는 상기 메모리제어부(508)에 전송요구신호(A/V
RD)를 발생함으로써 상기 마이컴(500)에서 상기 메모리제어부(508)에 상기 전송제어신호를 발생하게 한
다. 네비게이션 인터럽트(navigation interrupt: 이하 NV-INT라 함.)발생부(260)는 NV-INT를 발생한다.
레지스터부(270)는 4개의 레지스터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제1레지스터(REG1)는 마이컴 메모리
리드(read) 레지스터이고, 제2레지스터(REG2)는 마이컴 메모리 라이트(write) 레지스터이며, 제3레지스
터(REG3)는 네비게이션-팩 유닛 번호(navigation-pack unit number) 레지스터이며, 제4레지스터(REG4)는
네비게이션-팩 ID 어드레스(navigation-pack ID address) 레지스터이다.
도 3은 도 2중 NV-INT발생부(260)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디스크램블러(240)에서 디스크램블링된 데이
터는 쉬프트레지스터(52)에 순차적으로 입력되고, 패턴검출기(54)는 특정 쉬프트 데이터들을 입력하여
소정의 패턴, 즉 네비게이션-팩 섹터(sector)에 포함된 팩 헤더(header)를 검출한다. 상기
패턴검출기(54)는 팩 헤더를 검출한 경우 NV-INT신호를 발생하여 마이컴(500)에 NV-INT를 걸어줌으로써
상기 마이컴(500)으로 하여금 네비게이션-팩 섹터의 검출 사실을 알게 한다.
도 4는 도 2중 레지스터부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4A)는 마이컴(500)이 메모리 리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가지는 레지스터이다. 어드레스 70∼72는 메모리(330)상의 어드레스이
고, 어드레스 73은 해당 어드레스의 메모리 데이터값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이다.
(4B)는 NV-팩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330)상의 어드레스를 가지는 레지스터이다. 마이컴(500)은 원하는
메모리(330)상의 어드레스를 (4B)의 레지스터로부터 얻고 소정의 환산식으로 환산한 뒤 상기 (4A)의 레
지스터 70∼72에 환산된 값을 써넣어 바이트 단위의 NV_팩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상기 (4B)의 레
지스터는 2킬로바이트 단위의 어드레스이고, 상기 (4A)의 레지스터 70∼72는 바이트 단위의 어드레스이
다. 어드레스 87에서 B7∼B0는 해당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총 10비트중 비트7∼비트0를 의미하며, 나머지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C)는 NV-팩이 있는 디스크상의 어드레스(이하 ID어드레스라 함.)를 가지는 레지스터이다. 어드레스 9C
에서 B31∼B24는 해당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총 32비트중 비트31∼비트24를 의미하며, 나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V-INT발생부(260)에서 NV-PCK 섹터를 검출하고 그 NV-PCK 섹터가 있는 디스크상의 ID어드레스를 상기
(4C)의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그 NV-PCK 섹터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330)상의 어드레스를 상
기 (4B)의 레지스터에 저장한 뒤 마이컴(500)에 NV-INT신호를 전송한다. 이렇게 되면 상기 마이컴(500)
은 상기 (4B) 및 (4C)의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고, 상기 (4A)의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메모리(330)상의
NV_PCK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임의의 비디오 오브젝트_아이디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구조는 디
지털 비디오 디스크 규격집에 개시되어 있다.
도 6은 도 5중 하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2048바이트의 NV-PCK과 상기
NV_PCK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I픽쳐(picture), B픽쳐, B픽쳐, P픽쳐, I픽쳐, B픽쳐, B픽쳐, P픽쳐, I
픽쳐, …'로 이루어진다.
도 7은 도 6중 NV_팩 섹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디스크의 볼륨 정보(volumn information)와 함께
'네비게이션 기능'에 이용된다. 여기서 상기 '네비게이션 기능'이란 디스크상에서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한 경로(path)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팩 섹터는
2,048바이트(byte)로 이루어지며, 이들중 15바이트째부터 시스템 헤더 시작코드(00,00,01,BB)가 검출되
고, 39바이트째부터 패킷 헤더(00,00,01,BF,**,**), 서브_스트림 아이디(sub_stream id)가 '00' 혹은
'01'일 때 NV-INT발생부(260)는 NV-INT를 발생한다. 상기 서브_스트림 아이디가 '00'일 때는 그후의 979
바이트의 데이터가 PCI(Presentation Control Information)데이터임을 나타내고, '01'일 때는 그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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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바이트의 데이터가 DSI(Disc Search Information)데이터임을 나타낸다.
도 8은 본 발명에 이용되는 임의의 비디오 오브젝트 유닛_탐색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표를 나타낸 도면
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고속 재생 제어를 위한 동작 과정을 나타낸 흐
름도이다.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를 재생중 NV_PCK이 검출되면 데이터프로세서(200)는 이를 새로운 VOBU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디스크램블링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메모리(330)에 저장해둔 다음 NV_INT발생부(260)을 통해
NV_INT를 발생한다. 그리고 도 4의 (4B) 및 (4C)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제3 및 제4레지스터에 각각 저장되
어 있는 해당 VOBU의 NV_PCK 유닛번호와 ID를 알려준다.
편의상 사용자가 FF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마이컴(500)이 a단계에서 NV_INT를 감지하면 b
단계에서 상기 제3 및 제4레지스터로부터 현재 검출된 VOBU의 NV_PCK 유닛번호와 NV_PCK_ID를 읽는다.
상기 NV_PCK 유닛번호는 상기 NV_PCK 유닛이 있는 메모리상의 위치, 즉 섹터번호이다. 그리고 c단계에서
이 값들에 의거 메모리 독출(read) 어드레스를 계산하여 (4A)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70∼72에 저장한다.
상기 메모리 독출 어드레스 ADD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 수학식1과 같다. 이 계산은 바이트 단위의 어드레
스를 얻기 위함이다.

여기서, 상기 UNO.는 유닛번호를 나타낸다. 상기 OFF1과 상기 OFF2는 각각 VOBU_SRI의 오프셋 값과 배속
에 해당하는 오프셋 값을 나타낸다. 상기 VOBU_SRI는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VOBU_SRI의 오프셋 값'이란 해당 NV_PCK의 시작 위치(팩 헤더)로부터 DSI_PCK의 DSI_GI 다음에 이어지
는 VOBU_SRI의 위치까지 포함된 바이트 수를 의미한다. 상기 '배속에 해당하는 오프셋값'은 VOBU_SRI의
시작위치에서부터 상기 VOBU_SRI내에서 배속항까지 포함된 바이트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배속, 4배
속 등에 따라 점프할 ID가 달라질 것인 바, 이를 미리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배속에 해당하는 오
프셋은 도 8에 도시된 상기 VOBU_SRI를 참조하여 구한다. 즉 해당 배속에 의거할 때 다음 재생할 대상이
되는 FWDI n(n=1∼15, 20, 60, 120, 240) 혹은 BWDI n을 찾으면 그 내용(contents)에 해당 VOBU의 시작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마이컴(500)은 d단계에서 도 4의 (4A) 레지스터중 어드레스 70∼72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독출
어드레스를 읽어 데이터프로세서(200)의 메모리제어부(508)에 전달한다. 이렇게 되면 상기 데이터프로세
서(200)에서는 상기 메모리제어부(508)를 통해 메모리(330)로부터 상기 메모리 독출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도 4의 (4A) 레지스터중 어드레스 73에 저장한다.
마이컴(500)은
e단계에서
FWDI_offset(혹은
BWDI_offset)을
읽는다.
상기
FWDI_offset(혹은
BWDI_offset)은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4바이트의 데이터를 데이터프로세서(200)가 메모리(330)에서
읽어와 레지스터(270)의 어드레스 73에 저장해둔 것이다. 상기 FWDI_offset은 현재 NV_PCK_ID로부터 점
프 아이디 JP_ID까지의 거리(섹터)를 의미하며, VOBU_SRI의 각 항목들의 내용이다. 즉 VOBU_SRI에서
FWDI 1이 다음에 재생해야할 점프 아이디 JP_ID라면 FWDI_offset값은 VOBU_SRI의 FWDI 1 항목에 들어 있
는 값(4바이트)이다. f단계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작이 FF 혹은 FB중 어느 것인지 판단하여 전자이
면 g단계에서 다음 수학식2와 같이 점프_아이디 JP_ID를 계산하고, 후자이면 h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수
학식3과 같이 점프_아이디 JP_ID를 계산한다.

여기서 CUR_NVPCK_ID는 현재 NV_PCK의 디스크상 어드레스를 의미한다. 점프_아이디 JP_ID를 계산한 후에
는 i단계에서 현재 NV_PCK이 속하는 VOBU의 첫 번째 부호화된 기준(I) 픽쳐의 끝 어드레스(End address
of the first Reference Picture in VOBU: 이하 VOBU_1STREF_EA라 함.)의 오프셋값을 읽는다. 상기
VOBU_1STREF_EA는 DSI에 포함된 일반적인 정보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때 구한 VOBU_1STREF_EA의 오프
셋값은 단지 해당 VOBU에서의 값이다. 그러므로 j단계에서 데이터 전송 종료 아이디 TR_E_ID를 다음 수
학식4와 같이 계산함으로써 절대 어드레스를 구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 종료 아이디 TR_E_ID를 계산한 다음, k단계에서 현재 VOBU의 I픽쳐 데이터만 비디오디
코더(620)로 전송한다.
이후 l단계에서 다음 VOBU의 I픽쳐를 전송하기 위해 전술한 g단계(본 실시예에서는 전술한 가정에 의해
g단계와 h단계중 g단계로 진행한다.)에서 계산해놓은 점프_아이디 JP_ID를 시크(seek)하도록 디스크구동
제어부(400)를 제어한다. 이렇게 되면 디스크의 해당 점프_아이디 JP_ID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독출되어
디스크램블링된후 메모리(330)에 저장되게 되며,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NV_INT가 발생하
면 a단계∼l단계를 통하여 해당 VOBU의 I픽쳐만 비디오디코더 620으로 전송한 다음, 점프_아이디에 대응
하는 데이터를 독출하는 일련의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선택된 VOBU중에서도 I픽쳐만 비디오디코더(620)로
전송하는 소정 배속의 FF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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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않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
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마이컴이 네비게이션 관련 정보를 빠른 시간내에 얻을 수 있는 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FF나 FB 혹은 기타 재생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고속 재생 제어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며, 상기 디스크램블링한 데이터로부터 네비
게이션_팩 섹터를 검출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디스크램블러에 의한 네비게이션_팩 섹터 검출을 감지하면 네비게이션_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네비게
이션_인터럽트 발생부와,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네비게이션_인터럽트를 감지하면 상기 메모리를 액세스하여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에 포함된 네비
게이션_팩 섹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거 디스크상의 다음 재생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디스크의
구동을 제어하는 마이컴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컴에 의한 메모리 직접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레지스터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레지
스터부는,
상기 메모리 리드 액세스를 위한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제1레지스터,
상기 네비게이션_팩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제2레지스터,
상기 네비게이션_팩이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제3레지스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컴은 상기 네비게이션_인터럽트를 감지하면 상기 제2 및 제3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와 디스크 어드레스를 참조하여 메모리 리드 액세스를 위한 어드레스를 계산하고 이를 상기 제1
레지스터에 기록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_인터럽트 발생부가,
상기 디스크램블러에서 디스크램블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쉬프트레지스터와,
상기 순차적으로 저장된 디스크램블된 데이터의 네비게이션_팩 섹터에 포함된 팩 헤더를 검출하고, 상기
마이컴에 상기 팩 헤더의 검출을 알리는 네비게이션_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패턴검출기를 가짐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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