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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발음채널을 가진 음원 LSI에 있어서, 순차적 처리의 제어부의 지시에 의해, 복수의 발
음채널에 동시에 발음을 개폐시킴과 동시에, 알고리즘의 자유도가 높은 FM음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원장치로서, 각 발음채널에 발음주파수나 파형데이타 등을 지시하는 레지스터에, 발음/소음 지시
비트(KB) 및 동작개시 지시비트(KX)를 설정한다. 음원 LSI는 각 발음채널의 시분할 타이밍에 있어서, 해
당 발음채널의 발음/소음 지시비트(KB) 및 전체 발음채널의 동작개시 지시비트(KX)를 참조하여, 자신의 
KB가 세트되어 있고, 또한 어느 하나의 발음채널의 KX가 세트되었을 때, 해당 발음채널의 발음을 개시한
다. 복수의 발음채널을 동시에 발음시키는 경우에는, 발음시키는 채널의 KB를 모두 세트한 후(필요한 데
이타를 기입한 후), 어느 하나의 채널의 KX를 세트하면 전체 채널에서 동시에 발음이 개시된다.

또 어느 발음채널(시분할 타이밍)의 신호에 대응하는 파형메모리 판독어드레스데이타(위상데이타)가 생성
될 때에, 가산기에 있어서 다른 발음채널의 파형메모리 판독데이타가 상기 위상데이타에 가산된다. 이 가
산되는 파형메모리 판독데이타는 일단 내부RAM에 기억되지만, 어느 데이타를 가산하기 위해 판독할 것인
지는 임의이다.

11-1

1019950007618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음원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인 음원 LSI가 사용되는 게임장치의 블록도.

제2도는 동 음원 LSI의 블록도.

제3도는 동 음원 LSI의 내부 레지스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제4도는 동 음원 LSI에서 사용되는 악음신호형성 알고리즘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5도는 음원 LSI가 형성하는 저주파 파형의 예 및 내장된 ALFFO가 형성하는 저주파 파형의 예를 도시하
는 도면.

제6도는 동 음원 LSI가 내장하고 있는 엔벨로프 제너레이터가 형성하는 엔벨로프 파형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7도는 상기 내부 레지스터의 MDXSL, DMYSL의 설정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게임기 본체                            2 : 콘트롤러

3 : 게임 카트리지                         4 : 디스플레이

5 : 스피커                                   10 : CPU

11 : 음원 LSI                              13 : DRAM

14 : 디스플레이 콘트롤러             15 : VRAM

16 : D/A 변환회로                       19 : 내부 레지스터(ROM)

30 : 위상발생기                           31 : 가산기

32 : 어드레스 포인터                   33 : 보간기

34 : 승산기                                 35 : 진폭변조용 저주파 발진기(ALFO)

36 : 엔벨로프 제너레이터(EG)     37 : 출력믹싱회로(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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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리드/라이트 콘트롤러            39 : 내부 RAM

40 : 평균화 회로                          41 : 계수 승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복수의 발음채널을 구비한 음원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FM방식으로 악음데이타를 형성하는 
음원장치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발음채널을 구비한 소위 멀티채널의 음원장치에 있어서, 어느 발음채널에 악음데이타나 변조데이
타(FM 음원에 있어서의 오퍼레이터 등)의 신호데이타의 발생을 지시하는 경우, CPU 등의 제어부가 상기 
발음채널에 대응하는 레지스터에 대하여 발음개시를 지시하는 요지의 발음지시데이타를 세트하면, 음원장
치의 회로가 이 데이타를 판독해서 신호데이타의 형성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복수의 발음채널에 동시에 신호데이타를 형성시키는 경우에는,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에 대응하는 레지스
터에 대하여, 발음지시데이타를 세트함으로써, 복수의 발음채널의 신호데이타의 합성을 개시한다.

그러나, CPU 등의 제어부는 순차동작하기 때문에, 동시발음하는 복수의 발음채널의 레지스터에 대하여 완
전히 동시에 발음지시데이타를 세트할 수 없다. 또, 발음채널에 신호데이타의 형성을 개시시키기 위해서
는, 발음지시데이타 이외에도 많은 데이타를 그 발음채널의 레지스터에 세트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각 발음채널마다 이 데이타세트를 행하면서 복수채널의 발음개시를 지시하고 있었던 것에서는, 최초에 발
음을 지시받은 채널과 최후에 발음을 지시받은 채널 사이에는 발음개시타이밍에 커다란 편차가 발생해 버
리는 결점이 있었다.

이 편차는 각 발음채널이 각각 별개의 악음데이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발음채널이 형성한 신호데이타에 의해 다른 발음채널이 형성하는 신호데이타를 주파수 변조하는 등, 복수
의 발음채널을 소정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합해서 악음데이타를 형성하는 FM 음원방식의 경우에는, 형성되
는 악음데이타의 파형에 차이가 생겨 음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종래의 음원장치에는 복수의 발음채널을 1개의 레지스터에 하드적으로 접속해 두고, 이 레지스터에 
데이타가 세트되면 이들 복수의 발음채널이 동시에 발음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있으나, 이와 같은 음원장
치에서는 알고리즘이 하드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음원장치에 자유도가 없고, 또한 발음채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FM 방식의 음원장치는 이하와 같이 구성된 음원장치이다. 정현파등의 신호데이타(오퍼레이터)를 형성
하는 발진회로를 복수 가지고 있으며, 상기 복수의 발진회로에 대해서 『전단의 발진회로가 형성한 신호
데이타를 후단의 발진회로의 주파수 결정부에 입력하여 이 발진회로가 형성하는 신호데이타의 주파수를 
변조한다』고 하는 데이타 입출력을 소정의 알고리즘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이들 복수의 발진회로 중, 
최종단계의 발진회로가 형성한 신호데이타는, 복잡한 변조를 거쳐 복잡한 파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악
음데이타로서 출력한다.

그러나, 종래의 FM 방식의 음원장치는 각 발진회로가 형성한 신호데이타를 기억하는 메모리를 갖지 않고, 
신호데이타를 시프트 레지스터 등에 입력하여 지연시킨 뒤, 정해진 다른 발진회로에 입력하여 변조데이타
로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복수의 발진회로의 접속이 하드적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게 
되며, 오퍼레이터의 수나 그 접속형태 등의 알고리즘이 고정되어 버리는 결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복수의 발음채널에 있어서 동시에 신호데이타를 발생/소거할 수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구
성에 제약이 없는 음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복수의 발음채널이 형성한 신호데이타를 일시기억하고, 자신을 포함하는 임의의 발음채널
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의 알고리즘이 설정가능한 음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거하복수의 발음채널에 대응하는 발음제어데이타를 기억하는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과, 상
기 발음제어데이타에 근거하여 신호데이타를 발생 또는 소거하는 복수의 발음채널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
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의 각각에,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를 지시하는 동작지시데이타를 기억
하는 동작지시데이타 기억에어리어 및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의 실행을 지시하는 실행재시데이타를 
기억하는 실행지시데이타 기억에어리어를 구비하며,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에, 자신의 발음제어데이타 기
억수단에 동작지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고, 또한 상기 복수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의 어느 하나에 실
행지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을 때,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의 동작을 실행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파형데이타를 기억한 파형데이타 기억수단을 구비함과 동시에, 형성해야 할 신호데이타
의 주파수에 대응하여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발생수단과, 상기 어드레스 발생수단이 발생한 어드
레스에 의해 상기 파형데이타 기억수단을 액세스해서 상기 파형데이타를 판독함으로써 신호데이타를 형성
하는 판독수단을 가진 발음채널을 복수 구비하고, 어느 하나의 발음채널이 형성한 신호데이타를 악음데이
타로서 외부에 출력하는 음원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에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이 발생한 신
호데이타를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과, 상기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으로부터 변
조데이타로서 판독해야 할 신호데이타를 지정하는 변조데이타 지정수단과, 상기 변조데이타 지정수단에 
의해 지정된 신호데이타를 상기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으로부터 판독하여 상기 어드레스 발생수단에 입
력하는 변조데이타 입력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어드레스 발생수단에 상기 변조데이타로서 입력된 신호데
이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드레스를 변위시키는 어드레스 변위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음채널은,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발음제어데이타에 근거하여 신호데이타를 발생한
다. 발음제어데이타에는 예를들면, 신호주파수나 파형을 지정하는 데이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호데이
타는 예를 들면, 악음데이타나 FM 음원의 오퍼레이터 등이다. 또한, 이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에 동작
지시데이타 기억에어리어 및 실행지시데이타 기억에어리어를 설치했다. 동작지시데이타는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에어리어의 기억내용에 의해 설정되는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를 지시하는 데이타이다.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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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는 그 동작을 개시하는 요지를 지시하지 않는다. 실행지시데이타는 동작지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
는 모든 발음채널에 대하여 신호데이타의 발생/정지동작의 실행을 지시하는 데이타로서, 이 데이타가 어
느 하나의 제어데이타 기억수단에 기억되었을 때, 동작지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는 발음채널은 그 동작을 
스타트한다.

이것에 의해 동시에 발음시키고 싶은 발음채널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에 필요한 발음제어데이타 및 
동작지시데이타를 입력해 두고, 최후에 어느 하나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에어리어에 실행지시데이타를 기
입하였을 때, 모든 발음채널에서 동시에 동작이 스타트하여, 동작개시의 동시성을 실현할 수 있다.

또, 각 발음채널은 형성해야 할 신호데이타의 주파수에 대응하여 어드레스를 발생하고, 이 어드레스에 의
해 파형데이타 기억수단을 액세스하여 파형데이타를 판독한다. 한편, 발음채널은 이 어드레스를 변조데이
타에 의해 변위시킴으로서, 파형데이타(진폭값)를 판독하는 어드레스의 진도를 흐트러뜨려, 신호데이타에 
주파수 변조(FM변조)를 행한다. 변조데이타는 복수의 발음채널이 형성하여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에 기
억되어 있는 복수의 신호데이타 중에서 변조데이타 지정수단에 의해 선택된다. 이 변조데이타로서 다른 
또는 자신의 발음채널이 형성한 신호데이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조데이타 지정수단을 설정함으로써, 복
수의 발음채널이 소정의 알고리즘에 의해 연결되어 FM 음원을 구성할 수 있다. 변조데이타 지정수단의 설
정은 임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알고리즘도 설정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에 있어서 종단에 지정된 발음채
널이 형성한 신호데이타가 악음데이타로서 외부에 출력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인 음원 LSI가 적용되는 텔레비젼 게임기의 구성도이다. 게임기 본체(1)에는 디
스플레이(4) 및 스피커(5)가 접속되어 있다. 이들 디스플레이(4) 및 스피커(5)로서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내장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게임기 본체(1)에는 상기 디스플레이(4), 스피커(5) 이외에, 게임 프로
그램을 기억한 ROM(19)을 내장하는 게임 카트리지(3) 및 게임을 행하기 위하여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콘트
롤러(2)가  접속되어 있다.  콘트롤러(2)는  케이블을 통해서 게임기 본체(1)와  접속되며,  게임 카트리지
(3)는 게임기 본체(1)에 설치된 슬롯에 삽입되다. 게임기 본체(1)에는 CPU(10)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 
CPU(10)가 게임의 진행 등 장치 전체의 동작을 제어한다. CPU(10)에는 상기 콘트롤러(2), 게임 카트리지
(3)내의 ROM(19), 표시제어용 디스플레이 콘트롤러(14) 및 효과음이나 BGM 발생용 음원 LSI(11)가 접속되
어 있다. 음원 LSI(11)에는 파형데이타 등이 기억되는 DRAM(13) 및 발생한 악음데이타를 아날로그의 악음
신호로 변환하는 D/A 변환회로(16)가 접속되어 있다. D/A 변환회로(16)에는 상기 스피커(5)가 접속되어 
있다. 또, 디스플레이 콘트롤러(14)에는 화면표시데이타를 기억하는 VRAM((15) 및 상기 디스플레이(4)가 
접속되어 있다.

이 게임기 본체(1)에 게임 카트리지(3)가 세트되어 전원이 온되면, 먼저 CPU(10)는 소정의 화면데이타를 
판독하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14)에  보냄과  동시에,  효과음이나  BGM을  발생하기  위한  파형데이타를 
DRAM(13)에  기입한다.  이후,  콘트롤러(2)의  조작에  의해  게임이  스타트하고,  게임의  진행에  따라서 
CPU(10)가 화면데이타의 바꿔 쓰기나 효과음, BGM의 발음을 행한다.

제2도는 상기 음원 LSI(11)의 내부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음원 LSI(11)는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위
상발생기(30),  가산기(31),  어드레스  포인터(32),  보간기(33),  승산기(34),  진폭변조용  저주파 발진기
(ALFO)(35),  엔벨로프  제너레이터(EG)(36),  출력믹싱회로(MIX)(37),  리드/라이트  콘트롤러(38),  내부 
RAM(39), 평균화회로(40) 및 계수승산기(41)를 가지고 있다. 이 음원 LSI(11)는 파형메모리방식 및 FM 음
원방식의 2종류의 방식으로 악음데이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기 회로가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동
작하여 악음데이타나 변조데이타 등의 저주파의 신호데이타를 발생한다. 또한, 이 음원 LSI(11)는 32의 
시분할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32의 신호데이타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음원 LSI(11)는 내부 레지스터(19)를 가지고 있다. 내부 레지스터(19)에는 제3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각의 발음채널에 대응하는 복수의 기억에어리어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 기억에어리어에는 CPU(10)가 소
정타이밍에 대응하는 발음채널에 발음 또는 소음(消音)을 지시할때에 데이타가 세트된다. 위상발생기(3
0)는 내부 레지스터(19)에 세트되어 있는 음명(音名)에 대응하는 FNS 데이타 및 옥타브 데이타(OCT)에 근
거하여, 소정의 샘플링 주기(예를들면 44.1kHz)마다 위상데이타를 발생한다. 이 위상데이타는 가산기(3
1)에 입력된다. 가산기(31)에는 설정에 의해 계수승산기(41)로부터 변조데이타를 입력할 수 있다. 계수승
산기(41)로부터 변조데이타가 입력되었을때, 가산기(31)는 위상데이타에 이 변조데이타를 가산하여 어드
레스 포인터(32)에 출력한다. 변조데이타는 예를 들면 정현파의 저주파 신호데이타로서, 이 변조데이타에 
의해 위상데이타가 변조되어, 어드레스 포인터(32)가 출력하는 어드레스값이 전후로 시프트됨으로써, 판
독되는 신호데이타의 파형이 주파수 변조되게 된다.

어드레스 포인터(32)는  DRAM(13)에  기억되어 있는 파형데이타를 지정하는 데이타로서 스타트 어드레스
(SA), 루프 스타트 어드레스(LSA), 루프 엔드 어드레스(LEA)를 내부 레지스터(19)로부터 판독한다. 루프 
스타트 어드레스(LSA), 루프 엔드 어드레스(LEA)는 이 파형데이타를 장시간 판독할 때, 반복해서 판독되
는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이다. 어드레스 포인터(32)는 가산기(31)로부터 입력된 위상데이타에 근거하
여 어드레스의 진보량을 결정하고, 소수부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데이타를 출력한다. 어드레스 데이타의 
소수부  데이타(FRA)는  보간기(33)에  출력되고,  이  소수부를  사이에  둔  2개의  정수  어드레스(MEA)는 
DRAM(13)에 출력된다.

입력된 2개의 정수 어드레스(MEA)에 의해, DRAM(13)으로부터는 인접하는 2개의 파형데이타가 판독된다. 
DRAM(13)으로부터 판독된 파형데이타는 보간기(33)에 입력된다. 보간기(33)는 입력된 2개의 파형데이타를 
어드레스 포인터(32)로부터 입력된 소수부 데이타(FRA)의 값에 따라서 보간함으로써 상기 샘플링 타이밍
의 신호데이타를 형성한다. 보간기(33)는 이 데이타를 승산기(34)에 입력한다.

승산기(34)에는 진폭변조용 저주파 발진기(ALFO)(35)  및  엔벨로프제너레이터(EG)(36)가  접속되어 있다. 
ALFO(35)는 내부 레지스터(19)로부터 읽어들여 주파수 데이타(LFOF), 파형지정데이타(LFOWS), 영향도데이
타(진폭데이타)(LFOS)에 근거하여 제5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저주파 파형으로 이루어진 변조신호데이타
를 발생한다. EG(36)는 내부레지스터(19)로부터 어택 레이트(AR), 제1디케이 레이트(DIR), 제2디케이 레
이트(D2R), 릴리스 레이트(RR)를 읽어 들여, 제6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엔벨로프 파형데이타를 발생한
다.

11-4

1019950007618



승산기(34)는 보간기(33)가 형성한 신호데이타에 상기 변조신호데이타 및/ 또는 엔벨로프 파형데이타를 
승산한 후, 출력믹싱회로(37) 및 리드/라이트 콘트롤러(38)에 출력한다. 출력믹싱회로(37)에서는 입력된 
신호데이타를 악음데이타로서 좌우 2채널에 믹싱하여 D/A변환회로(16)에 출력한다.

여기에서, 파형메모리방식에 의해 악음데이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샘플링 데이타와 같이 그대로 악음데
이타로서 사용가능한 파형데이타를  DRAM(13)으로부터 판독하여 신호데이타를 형성하고, 승산기(34)에서 
엔벨로프를  부가하여  출력믹싱회로(37)에  출력한다.  따라서,  리드/라이트  콘트롤러(38)에 입력된(내부
RAM(39)에 기억된) 신호데이타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리드/라이트 콘트롤러(38)에는 내부RAM(39)이 접속되어 있으며, 승산기(34)로부터 입력된 신호데이
타(오퍼레이터)는 이 내부RAM(39)의 소정 에어리어에 기입된다. 내부RAM(39)은 32채널의 신호데이타를 2
샘플링 타이밍(2세대)분 기억할 수 있는 64워드의 기억에어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리드/라이트 콘트롤러
(38)는 승산기(34)로부터 입력된 신호데이타를 이 내부RAM(39)의 소정 에어리어에 기입함과 동시에, 소정
의 발음채널의 시분할 타이밍으로 소정의(알고리즘에 의해 지정된) 1개 또는 2개의 신호데이타를 판독하
여 평균화 회로(40)에 입력한다. 각 시분할 타이밍에 어느 데이타를 판독할지는, 각 발음채널의 레지스터
(제3도  참조)에  기억된  1개  또는  2개의  변조데이타  지정데이타(MDXSL)(MDYSL)에  의해  지정되며,  이 
MDXSL, MDYSL의 지정이 FM음원방식으로 악음데이타를 형성할 때의 알고리즘 지정이 된다. 즉, 이 MDXSL, 
MDYSL에 의해 복수의 발음채널의 발음데이타를 관련시킴으로써, 제 4도와 같은 알고리즘이 구성된다. 평
균화 회로(40)는 리드/라이트 콘트롤러(38)로부터 2개의 데이타가 판독되었을 경우, 이들 데이타의 평균
값을 산출하는 회로이다. 이 평균연산은 상가평균, 상승평균이나 이들의 가중평균 등, 어떠한 연산을 행
해도 된다. 평균화 회로(30)에 의해 평균된 데이타는, 계수승산기(31)에서 변조도 데이타(MDL)(제 3도 참
조)가 승산된 후에 가산기(31)에 입력한다.

여기에서, 제 4(A)도와 같이  발음채널0으로부터 발음채널3까지 위상데이타(판독 주파수)를 순차적으로 
변조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발음채널0의 신호데이타를 일단 내부RAM(39)에 기억하고, 리드/라이트 콘트롤
러(38)를 통해서 발음채널1의 타이밍으로 가산기(31)에 복귀한다. 이 동작을 마찬가지로 발음채널3까지 
행하고, 발음채널3의 신호데이타를 악음데이타로서 출력믹싱회로(37)에 입력하면 된다.

또, 동 도면(B)도와 같이 발음채널0, 발음채널1의 신호데이타를 가산합성(또는 승산합성)하고, 그 데이타
에 의해  발음채널2의  판독  주파수를 변조하는 경우에는,  발음채널0,  발음채널1의  데이타를 함께 내부
RAM(39)에 기억해 두고, 발음채널2의 시분할 타이밍으로 이들을 판독하여 평균화 회로(40)에 입력하면 된
다.

또한, 동 도면(C)도와 같이 발음채널0이 형성한 신호데이타를 피드백하여 자신의 판독 주파수를 변조하는 
경우에는, 발음채널0의 신호데이타를 일단 내부RAM(39)에 기억하고, 다음에 또는 그 이후의 발음채널0의 
시분할 타이밍으로 가산기(31)에 입력하면 된다.

이와 같이, 어느 발음채널에 있어서의 파형판독 주파수를 변조하는 경우에는, 변조데이타가 되는 신호데
이타를  내부RAM(39)에  기억해  두고,  피변조데이타가  되는  신호데이타를  판독하는  발음채널(시분할 
타이밍)에 이것을 판독하여 어드레스 포인터(32)의 바로 앞의 가산기(31)에 입력하면 된다.

제 3도는 상기 내부 레지스터(19)의 구성도이다. 동도면에는, 발음채널0의 레지스터의 구성만을 도시하고 
있으나, 다른 31의 발음채널(발음채널1~발음채널31)도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1개의 발음채널에 대하여 16
비트×9열의 레지스터 에어리어가 할당되어 있으며, 제 2도의 설명에서 도시한 각종 데이타의 기억에어리
어가 할당되어 있다. 또한, 제 1열의 제 11비트 및 제 12비트에 발음/소음비트(KB) 및 실행비트(KX)가 할
당되어 있다.

발음채널0에 발음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발음채널0 레지스터에 각종 데이타를 기입함과 동시에, KB에 1을 
세트한다. 이 채널만의 발음의 경우에는 KX에도 1을 세트한다. 한편, 발음채널0 이외에도 동시에 발음시
키는 채널이 있는 경우에는, KB에만 1을 세트하고, KX의 세트는 행하지 않으며, 다른 채널의 레지스터에 
대하여 데이타의 기입을 행한다. 최후에 데이타를 기입한 레지스터의 KX를 세트한다. 각 발음채널은 어느 
하나의 KX가 세트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발음동작을 개시하기 때문에, 이 KX의 세트에 의해 데이타
를 세트한 발음채널이 동시에(1샘플링  타이밍내에) 발음을 개시하게 된다.

즉, 음원 LSI(11)는 각 발음채널의 동작타이밍에 해당 발음채널의 레지스터로부터 KB가 세트되어 있는지
의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다른 전체 발음채널의 레지스터의 KX가 판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각 발음채널에 있어서는, 자신의 KB가 세트되어 있고, 또한 자신을 포함
하는 어느 하나의 발음채널의 KX가 세트되어 있을 때, 발음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발음동작을 개시한다. 
동시에, 자신의 발음채널의 KB를 0으로 리세트한다. 또, 자신의 KX가 세트되어 있을 경우에는, KX는 다음
의 자신의 시분할 타이밍으로 리세트한다. 이것에 의해 1개의 KX의 세트에 의해 그때 KB가 세트되어 있었
던 전체 발음채널의 동작을 1샘플링 사이클의 시분할 타이밍내에 개시시킬 수 있고, 또한 이후의 발음채
널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설명은 발음개시시의 동작만을 설명하였으나, 소음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발음중의 발음채
널에 대하여 KB를 세트하면, 그 직후의 KX를 트리거로서 그 발음채널은 소음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KX를 각 발음채널의 레지스터에 설치하였으나, 이들 레지스터와는 별도의 에어
리어에 KX의 비트 레지스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각 레지스터에 1비트씩의 여유가 생기는데, 
CPU(10)는 이곳의 KX를 세트하는 동작을 각 발음채널에의 데이타세트 동작과 별도로 행할 필요가 있다.

또, 레지스터 에어리어에는 상술한 MDXSL, MDYSL, STINH 및 MDL의 기억에어리어도 설정되어 있다. 이 중
에서, 복수의 발음채널에 있어서의 MDXSL, MDYSL의 설정에 의해 FM음원으로서의 알고리즘이 설정된다. 예
를 들면, 제 4도의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발음채널0~3의 MDXSL, MDYSL에 제 7도와 같은 채널지
정을 행하면 된다. 즉, 제 4(A)도의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 7(A)도와 같이,

발음채널0 : MDXSL -지정없음, MDYSL -지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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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채널1 : MDXSL -ch0,      MDYSL -지정없음

발음채널0 : MDXSL -ch1,      MDYSL -지정없음

발음채널0 : MDXSL -ch2,      MDYSL -지정없음

으로 한다. 이하, 제 4(B)도의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7(B)도와 같이 설정한다. 제4(C)도의 알
고리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7(C)도와 같이 설정한다. 또한, 내부RAM(39)에는 동일한 발음채널에 대하
여 2세대의 신호데이타가 기억되어 있으나, 제7도의 설정테이블에서는 이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같은 
진도의 데이타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전의 신호데이타를 선택하고, 지연된 데이타를 이용하고 싶
은 경우에는 1세대 전의 신호데이타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음원 LSI(11)은 32채널의 발음채널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모든 FM음원으로서 사
용하고, 제4도와 같이 4채널에 의해 1개의 악음데이타를 형성하는(4오퍼레이터)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8
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있다. 또, 32채널의 발음채널 중에서 일부를 FM 음원으로서 사용하고, 다른 일부
를  파형메모리음원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제4도에는  4오퍼레이터의  알고리즘만을  도시하고 
있으나, 오퍼레이터수는 4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변조데이타를 위상발생기(30)와 어드레스 포인터(32)  사이에 설치된 가산기(3
1)에 입력하고 있으나, 변조데이타를 직접 어드레스 포인터(32)에 입력하여 어드레스를 직접 변조하도록 
해도 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실행지시데이타가 기억된 것을 확인하고 모든 발음채널이 동시에 신호데
이타의 발생/소거를 행하기 때문에, 순차 처리의 제어부가 복수의 발음채널에 신호데이타의 발생/소거를 
지시하는 경우라도, 이들 발음채널에 동시에 신호데이타의 발생/소거를 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FM음원
방식으로 악음데이타를 형성하는 경우, 각 신호데이타의 형성타이밍의 편차에 의한 파형의 변동이 없어지
는 이점이 있다.

또, 실행지시데이타의 기입에 의해, 동작지시데이타가 기입되어 있던 모든 발음채널이 동시에 동작을 개
시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음채널을 그룹별로 해둘 필요가 없고, 그 때 동시에 동작시키고 싶은 발음채널
에 동작지시데이타를 기입함으로써 임의의 조합에 의해 복수의 발음채널을 동시에 동작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변조데이타 지정수단에 의해 어느 발음채널의 신호데이타라도 변조데이타로서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극히 자유도가 높은 FM음원을 실현할 수 있
다.

또, 변조데이타로서 사용되는 신호데이타에 엔벨로프를 부여함으로써, 어드레스의 변조를 보다 복잡한 것
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신호데이타를 변조데이타로서 사용하여 파형데이타 기억수단을 액세스하는 어드레스를 변조
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발음채널에 대응하는 발음제어데이타를 기억하는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과, 상기 발음제어데이
타에 의거하여 신호데이타를 발생 또는 소거하는 복수의 발음채널과, 상기 복수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
단의 각각에,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를 지시하는 동작지시데이타를 기억하는 동작지시데이타 기억
에어리어 및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의 실행을 지시하는 실행지시데이타를 기억하는 실행지시데이타 
기억에어리어를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에 자신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에 동작지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복수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의 어느 하나에 실행지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을 때,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의 동작을 실행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장치.

청구항 2 

복수의 발음채널에 대응하는 발음제어데이타를 기억하는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단과, 상기 발음제어데이
타에 의거하여 신호데이타를 발생 또는 소거하는 복수의 발음채널과, 상기 복수의 발음제어데이타 기억수
단의 각각에,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를 지시하는 동작지시데이타를 기억하는 동작지시데이타 기억
에어리어를 구비하며,또한 각 발음채널에 공통으로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의 실행을 지시하는 실행
지시데이타를 기억하는 실행지시데이타 기억에어리어를 형성하고,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에 자신의 발음제
어데이타 기억수단에 동작지시데이타가 기억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실행지시데이타 기억에어리어에 실행
지시데이타기 기억되어 있을 때, 신호데이타의 발생 또는 소거의 동작을 실행하는 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음원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은 1개의 발음채널이 다른 발음채널에 접속되어 있고, 
이 1개의 발음채널이 발생한 신호데이타를 상기 다른 발음채널에 입력함으로써, 상기 다른 발음채널이 발
생하는 신호데이타를 변조하여 악음데이타를 형성하는 음원장치.

청구항 4 

파형데이타를 기억한 파형데이타 기억수단을 구비함과 동시에, 형성해야 할 신호데이타의 주파수에 대응
하여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발생수단과, 상기 어드레스 발생수단이 발생한 어드레스에 의해 상기 
파형데이타 기억수단을 액세스하여 상기 파형데이타를 판독함으로써 신호데이타를 형성하는 판독수단을 
가진 발음채널을 복수 구비하고, 어느 하나의 발음채널이 형성한 신호데이타를 악음데이타로서 외부에 출
력하는 음원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에,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이 발생한 신호데이타를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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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과,  상기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으로부터 변조데이타로서 판독해야 
할 신호데이타를 지정하는 변조데이타 지정수단과, 상기 변조데이타 지정수단에 의해 지정된 신호데이타
를 상기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으로부터 판독하여 상기 어드레스 발생수단에 입력하는 변조데이타 입력
수단을 설치하며, 상기 어드레스 발생수단에 상기 변조데이타로서 입력된 신호데이타를 사용하여, 발생하
는 어드레스를 변위시키는 어드레스 변위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발생수단은 형성해야 할 신호데이타의 주파수에 대응한 수치데이타를 누
산함으로써 위상데이타를 발생하는 위상데이타 발생수단과, 위상데이타에 따라서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수
단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어드레스 변위수단은 상기 위상데이타 발생수단이 발생한 위상데이타에 상기 신
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으로부터 판독된 신호데이타를 가산하는 가산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각 발음채널에 신호데이타의 진폭 특성을 규정하는 엔벨로프 데이타를 발생하는 엔벨로
프 데이타발생수단과, 상기 엔벨로프 데이타발생수단이 발생한 엔벨로프 데이타를 신호데이타에 부여하는 
엔벨로프 부여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을 상기 엔벨로프 부여수단에 의해 엔벨로
프 데이타가 부여된 신호데이타를 일시기억하는 수단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데이타 지정수단은 복수의 신호데이타를 지정하는 수단이며, 또한 상기 어드레
스 변위수단은 상기 신호데이타 일시기억수단으로부터 판독된 복수의 신호데이타를 사용하여 상기 어드레
스를 변위시키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발음채널은 시분할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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