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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디오 신호의 재생 속도, 재생 방향 또는 재생 음압 따위의 재생 인자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 오디오 신호를 변조

시켜 재생 및 리믹싱할 수 있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및 방법, 그 장치를 적용한 리믹싱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소정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제1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이 재생 장치는, 외부의 사용자에 의해

가변되는 제1 및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를 분석하여 생성한 재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재생 제어부 및 재생 제

어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재생하는 오디오 재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오디오 신호를 다양하게 변조하여 재생할 수 있고, 간단한 구조를 갖고 제작 비용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미세하게 곡

을 변조시킬 수 있고, 판독용 바늘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

고, 디지탈 오디오 신호를 다시 LP 레코드판으로 복각하지 않고도 변조시켜 재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해상도

의 디지탈 오디오 신호의 샘플링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그 디지탈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재생할 수 있는 효과

를 갖는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의 일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2a ∼ 2c들은 도 1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궤적 검출부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접촉부 및 기록 매체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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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기록 매체상에 형성되는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에 의한 단면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접촉부 및 기록 매체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재생 제어 신호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2차원 궤적들을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재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

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와 재생 제어부간의 외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재생 제어부와 도 9에 도시된 모습으로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의 각 부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

도이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는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적용한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신호의 재생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오디오 신호의 변조시켜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및 방법과, 그 재생 장치를 적용한 리믹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대중음악은 곡을 변조, 가공 및 믹싱하므로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음악 장르인 테

크노 또는 힙합과 같은 장르에 속하는 곡에 전자적인 효과 음향을 가하기 위해, 새로운 연주 기법으로 인정받는 리믹

스(remix) 기법을 사용한다.

리믹스 기법이란, 복수의 곡들중 선택된 어느 곡에 대해서는 그 재생 속도 및/또는 재생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작(또는

, 변조)하여 재생하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곡에 대해서는 정상 속도로 재생하면서, 재생되는 복수의 곡들을 상호 

믹싱하는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LP(Long-Playing) 레코드판을 각각 탑재한 두 대의 턴테이블(turntable)들을 구

동시켜 두 개의 곡들을 재생한다고 가정할 때, 디스크 자키는 두 대의 턴테이블들중에서 전자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곡을 수록한 LP 레코드 판을 탑재한 턴테이블의 회전 속도 및 회전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가변시키므로써 원

래의 곡으로부터 변조된 곡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정상적인 속도와 순 방향으로 회전하는 다른 턴테이블에 탑재된

LP 레코드 판으로부터 재생된 곡과 변조된 곡을 믹싱하면 리믹싱된 곡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순 방향이란, 원곡 재

생 방향을 의미한다. 이 때, 회전하는 턴테이블의 회전 속도 및 회전 방향을 조작하는 것을 스크래칭 기법이라고도 칭

한다.

이러한 리믹싱 기법을 수행하는 종래의 리믹싱 장치는 LP 레코드판용 턴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을 갖는다.

첫째, LP 레코드판을 탑재하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되는 턴테이블의 회전 속도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오

디오 신호를 기록한 레코드판과 오디오 신호를 읽어내는 판독용 바늘을 계속 접촉시키기 때문에, 음질을 현저하게 저

하시키 고 판독용 바늘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LP 레코더에 수록된 정보를 분실시킬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턴테이블의 회전 속도를 지나치게 증가시키면, 판독용 바늘이 현재 판독중인 레코드판의 골을 벗어나서 튈 수 있는 

문제점도 갖는다.

둘째, LP 레코드판을 급속하게 대체해 가는 컴팩트 디스크(CD:Compact Disk) 기록 매체, 테이프 또는 메모리 등에 

기록된 곡을 리믹싱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예컨데, 종래의 리믹싱 장치에 의존하여 기록 매체 예를 들면 CD에 

기록된 곡을 LP 레코더에 기록된 다른 곡과 리믹싱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CD에 기록된 곡을 LP 레코더로 복각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을 갖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가 스위스의 'Andre Rickli'에 의해 'Digital Processing Deivce fo

r Audio Signal'라는 제목으로 국제출원번호 제 WO 09701168호로 출원된 특허에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종래의 오

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모터에 의해 설정된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 원판의 회전 속도 및 회전 방향에 대한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검출한 위치 정보를 센서를 통해 읽으며, 읽혀진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의 재생을 제어한다. 그

러나, 이러한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 아날로그 LP 턴테이블 또는 LP 턴테이블과 유

사한 회전 원판을 사용하므로, 회전 원판을 구동시키기 위한 기계적 구동부를 요구한다. 따라서, 기계적 구동부를 갖

는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는 소형화되는데 불리하고, 그의 제작 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디

지탈 오디오 신호가 높은 해상도를 가질 경우, 사용자는 디지탈 오디오 신호의 샘플링율에 맞추어 리믹싱 작업을 수

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 및 리믹싱 장치는 회전 원판을 사용하므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는다.

첫째, 회전 원판의 관성 질량에 의해, 회전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둘째, 회전 원판의 1차원적인 궤적(여기서, 1차원적인 궤적이란, 판독용 바늘이 위치한 지점과 회전 원판의 중심 사이

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의 원주에 해당한다.)상에서 얻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회전 속도와 회전 방향만을 변

조시킬 수 있을 뿐, 오디오 신호를 다양하게 변조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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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1 기술적 과제는, 오디오 신호의 재생 속도, 재생 방향 또는 재생 음압 따위의 재생 인자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켜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제공

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2 기술적 과제는, 상기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에서 수행되는 오디오 

재생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3 기술적 과제는, 상기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적용해서 복수개의 

곡들을 리믹싱할 수 있는 리믹싱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4 기술적 과제는, 상기 리믹싱 장치에서 수행되는 리믹싱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소정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제1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오

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는, 외부의 사용자에 의해 가변되는 제1 및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를 분

석하여 생성한 재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재생 제어부 및 상기 재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재생하는 오디오 재생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상기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재생 방법은,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고자 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

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재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재생 제어 신호에 상응하여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켜 재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3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상기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적용한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장치는, 상기 제1 오디

오 신호를 선택적으로 변조하여 재생하는 상기 오디오 재생 장치와,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제2 오디오 신호를 재생

하는 오디오 재생기 및 상기 오디오 재생 장치 및 상기 오디오 재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재생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오디오 신호들을 합성하고, 합성된 결과를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하는 신호 합성기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제4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상기 리믹싱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방법은, 상기 제1 오디

오 신호와 상기 제2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단계 및 재생된 상기 제1 오디오 신호와 재생된 상기 제2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여 상기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를 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의 일 실시예의 블럭도로서, 재생 제어부(10) 및 오

디오 재생부(20)로 구성된다.

도 1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는 외부의 사용자(또는, 연주자)에 의해 가변되는 제1 및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분석하여 생성한 재생 제어 신호를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여기서, 제1 변위값은 재생 속도나 재생 방

향을 변조시키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가변되고, 제2 변위값은 재생되는 오디오 신호의 음압 즉, 재생 음압을 변조시키

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가변된다.

이를 위해, 재생 제어부(10)는 궤적 검출부(6) 및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로 구성된다.

궤적 검출부(10)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고, 조작된 결과로부터 검출한 제1 및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로 출력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궤적 검출부(6)는 터치

패드(touch pad), 제1 마우스(mouse), 제2 마우스와 회전 원판의 조합, 또는 조그 셔틀(jog and shuttle) 다이얼(dial)

따위로 구현될 수 있다.

도 2a ∼ 2c들은 도 1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들(10A, 10B, 10C 및 10D)

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 2a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A)는 십자모양 마크(34)를 갖는 터치 패드(6A) 및 변환

조작키들(30 및 32)로 구성되고, 도 2b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B)는 회전 원판(36), 제2 마우스(38) 및 변환 조작키

들(30 및 32)로 구성되고, 도 2c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C)는 조그 셔틀 다이얼(jog shuttle dial)(6B) 및 변환 조작

키들(30 및 32)로 구성되고, 도 2d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D)는 회전 원판(41), 신호 검출부(43), 변환 조작키들(30

및 32)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에 의하면, 궤적 검출부(6)는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터치패드(6A)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터치 패드(6A)의 상면에 형성된 십자가 모양의 마크(34)를 사용자가 상하좌우로 2차원적으로 터치하면, 터치 

패드(6A)는 터치된 궤적을 조작된 결과로서 검출하고, 검출된 궤적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의 좌표값들로부터 산출

한 제1 및 제2 변위값들을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로 출력한다. 이를 위해, 터치 패드(6A)는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터치패드(6A)는 제1 방향을 따라 소정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형성된 제1 전극라

인(미도시), 제1 전극라인(미도시)과 소정 간격 이격된 위치상에 제1 방향과 직교하는 제2 방향을 따라 소정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형성된 제2 전극라인(미도시) 및 제1 전극라인(미도시)과 제2 전극라인(미도시) 사이에 절연물질 또는

고 저항물질로 충전된 유동성 충전체 및 터치에 의해 상호 단락되어 좌표를 검출하는 좌표 검출부(미도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터치패드(6A)의 좌표 검출부(미도시)는 제1 전극라인(미도시)과 제2 전극라인(미도시)

을 순차적으로 스캐닝하면서 터치에 의해 제1 전극라인(미도시)과 제2 전극라인(미도시)이 쇼트된 좌표값을 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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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궤적 검출부(6)는 제1 마우스(미도시)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 마우스(

미도시)는 사용자에 의해 상하좌우로 이동한 궤적을 조작된 결과로서 검출하고, 검출된 궤적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

치의 좌표값들로부터 산출한 제1 및 제2 변위값들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로 출력한다. 예컨

데, 사용자는 터치 패드(6A)를 터치하여 궤적 좌표 신호를 얻는 대신에, 제1 마우스(미도시)를 이동시켜 궤적 좌표 신

호를 얻는다.

종래의 경우 궤적 검출부(6)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턴테이블 및 판독용 바늘에 의해 구현되었으며, 제1 변위값(

여기서, 제1 변위값은 전술한 위치 정보에 해당한다.)만을 검출할 수 있으며, 제2 변위값을 검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술한 두 가지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본 발명에 의한 궤적 검출부(6)는 회전 원판을 사용하지 않고, 터치 패드(6A)나

제1 마우스(미도시)를 사용하여 제1 및 제2 변위값들을 모두 검출할 수 있다. 이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종래보다 훨

씬 다양하게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궤적 검출부(6)는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전 원판(36) 및 제2 마우스(

38)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전 원판(36)은 일반적인 턴테이블로서,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회전한다. 종

래의 판독용 바늘(미도시)이 부착되는 부분에 마련되고 종래의 판독용 바늘이 수행하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제2 마우스(38)는 회전 원판(36)과 접촉되고, 접촉한 회전 원판(36)의 회전 속도와 회전 방향을 센싱하며, 센싱된 

결과로부터 검출한 제1 변위값을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로 출력한다. 예컨데, 일반적인 판

독용 바늘 대신에 제2 마우스(38)가 마련되는 것을 제외하면, 도 2b에 도시된 재생 제어 장치(10B)는 턴테이블과 판

독용 바늘을 조작하여 곡을 변조시키던 종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와 동일한 구성 및 기능을 갖는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에 의한 궤적 검출부(6)는 회전 원판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래와 동일하게 제

1 변위값만을 검출하지만 종래와 달리 판독용 바늘 대신에 제2 마우스(38)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판독용 바늘을 사

용하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제1 및 제2 마우스들(미도시) 각각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 기기로서, 그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궤적 검출부(6)는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그 셔틀 다이얼(6B)로 구현

될 수 있다. 여기서, 원형의 조그 셔틀 다이얼(6B)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

고, 회전된 결과를 센싱하며, 센싱된 결과로부터 검출한 제1 변위값을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

8)로 출력한다. 이 때, 도 2c에 도시된 조그 셔틀 다이얼(6B)은 비디오 영상을 원하는 속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적인 조그 셔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그 셔틀 다이얼로서, 그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한 설명은 상세한 설명

은 생략한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에 의한 궤적 검출부(6)는 제1 변위값만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오디오 신호를 다양하게 

변조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관성 질량을 갖는 회전 원판 대신에 조그 셔틀 다이얼(6B)을 사용

하여 회전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하, 도 1에 도시된 궤적 검출부(6)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6C)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궤적 검출부(6)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6C)의 블럭도로서, 접촉부(40), 기록 매체(42),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44) 및 신호 처리부(46)로 구성된다.

도 3에 도시된 궤적 검출부(6C)의 기록 매체(42)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방향 및 속도로 이동하며, 요철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소정 개수의 단면들을 그의 내주면에 반복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때, 접촉부(40)는 기록 매체(42)상

에 마련된 단면에 접촉되고, 기록 매체(42)가 이동할 때 방향성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를 발생하여 ADC(44)로 출력한

다. 여기서, 접촉부(40) 및 기록 매체(42)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촉부(40) 및 기록 매체(42)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접촉부(40) 및 기록 매체(42)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캐트

리지(cartridge)(41A), 판독용 바늘(41B) 및 LP 레코드(43)로 구성된다.

도 4에 도시된 접촉부(40)는 캐트리지(41A) 및 판독용 바늘(41B)로 구현될 수 있고, 기록 매체(42)는 LP 레코드(42

A)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턴 테이블에 안착될 수 있는 LP 레코드(42A)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 방향 및 속도로 

회전하며, 요철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단면들을 내주 면(43)에 반복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판독용 바늘(41B)

이 LP 레코드(42A)의 내주면(43)에 마련된 단면에 접촉될 때, 캐트리지(41A)는 LP 레코드(42A)가 회전함에 따라 생

성한 방향성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단자 OUT2를 통해 ADC(44)로 출력한다. 예컨데, 캐트리지(41A)에 부착된

판독용 바늘(41B)을 LP 레코드(42A)상의 가장 자리에서 중심쪽으로 마련된 나선형 소리골(sound groove)(45)에 위

치시키면, 캐트리지(41A)는 내주면(43)에 형성된 단면 모양에 따라 가변되는 레벨을 갖는 전압을 생성하고, 생성된 

전압을 아날로그 신호로서 ADC(44)로 출력한다. 이 때, 내주면(43)에 형성되는 요철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소정 개

수의 단면들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도 5는 기록 매체상에 형성되는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에 의한 단면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위 주기(T)마다 요 또는 철 형태의 6(=소정 개수)개의 단면들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요 형태

의 단면은 동일한 길이를 갖지만, 철 형태의 단면은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다. 철 형태의 단면이 서로 다른 길이를 갖

는 이유 즉, 단면이 방향성을 갖는 이유는, 판독용 바늘(41B)이 도 4에 도시된 내주면(43)에 형성된 단면과 접촉하여 

이동할 때, LP 레코드(42A)의 회전 방향에 따라 순시적으로 변하는 전압의 레벨 변화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 판독 용 바늘(41B)은 LP 레코드(42A)가 순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오른쪽 방향으로 단면들과 접촉해가고, 역 방향

으로 회전할 경우 왼쪽 방향으로 단면들과 접촉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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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3에 도시된 접촉부(40) 및 기록 매체(42)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40B 및 42B)를 설명하기 위한 도

면으로서, 광 조사부(47), 광 센싱부(48) 및 광 디스크(42B)로 구성된다.

도 3에 도시된 기록 매체(42)가 광 디스크(42B)로 구현될 경우, 접촉부(4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조사부(47

) 및 광 센싱부(48)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광 조사부(47)는 광 디스크(42B)에 광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광 센

싱부(48)는 광 디스크(42B)로부터 반사되는 광을 센싱하고, 센싱된 광량에 상응하는 레벨을 갖는 전압을 아날로그 신

호로서 출력단자 OUT3을 통해 ADC(44)로 출력한다. 이 때, 광 디스크(42B)가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 방향 및 속도로

이동할 때, 광 센싱부(48)는 광 디스크(42B)상에 단면이 요인가 철인가에 따라 달리 생성된 광량에 상응하는 레벨을 

갖는 전압을 아날로그 신호로서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 6에 도시된 광 디스크(42B)의 내주면(49)에는 예를 들

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방향성을 갖는 요철 형태의 단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마련될 수 있다.

한편, ADC(44)는 접촉부(40)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디지탈 신호를 신호 

처리부(46)로 출력한다. 여기서, 접촉부(40)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는 도 5에 도시된 단면이 순방향으로 이동

하는가 혹은 역방향으로 이동하는가에 따라 순시적으로 다른 레벨 변화를 보인다. 그러므로, ADC(44)는 회전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비트 패턴을 갖는 디지탈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신호 처리부(46)는 ADC(44)로부터 입력한 디지탈 신호의 비트 패턴을 분석하여, 기록 매체(42)의 이동 방향 

및 이동 속도를 결정하고, 결정된 방향 및 속도를 이용하여 구한 제1 변위값을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재생 신호 생성

부(8)로 출력한다. 예컨데, 신호 처리부(46)는 디지탈 신호의 비트 패턴에 따라 기록 매체(42)의 이동 방향이 순방향

인가 역방향인가를 결정하는 동시에, 디지탈 신호의 비트 패턴의 입력 속도에 응답하여 기록 매체(42)의 이동 속도를 

결정한다. 이 때, 신호 처리부(46)는 이동 방향에 상응하여 제1 변위값의 부호를 결정하고, 이동 속도에 상응하여 제1

변위값의 절대값을 결정한다.

한편, 도 1에 도시된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는 궤적 검출부(6)로부터 출력되는 궤적 좌표 신호가 갖는 제1 및/또는

제2 변위값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응답하여 생성한 재생 제어 신호를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는 소정 샘플링 시간(Δt) 동안 제1 변위값의 부호 및 절대값

을 검사하고, 검사된 제1 변위값의 부호에 응답하여 방향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검사된 제1 변위값의 절대값에 응답

하여 속도 제어 신호를 생성하며, 생성된 방향 및 속도 제어 신호들을 재생 제어 신호로서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는 소정 샘플링 시간(Δt) 동안 제2 변위값의 부호 및 절대

값을 검사하고, 재생될 오디오 신호의 음압을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제1 음압 제어 신

호 를 제2 변위값의 검사된 부호에 응답하여 생성하고, 제2 변위값의 검사된 절대값에 응답하여 음압의 증감율에 대

한 정보를 갖는 제2 음압 제어 신호를 생성하며, 생성된 제1 및 제2 음압 제어 신호들을 재생 제어 신호로서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따라서, 궤적 좌표 신호가 제1 및 제2 변위값들을 가질 경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생성한 속

도 제어 신호, 방향 제어 신호, 제1 및 제2 음압 제어 신호들 모두를 재생 제어 신호로서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

다.

본 발명에 실시예에 의하면,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는 도 2a, 도 2b 및 도 2c 각각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환 조작키

들(30 및 32)를 더 마련할 수 있다. 이 때, 변환 조작키들(30 및 32)은 소정의 비례 계수들중 적어도 하나의 비례 계수

를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선택하고,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비례 계수를 출력한다. 이 때,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

는 변환 조작키들(30 및 32)로부터 출력되는 적어도 하나의 비례 계수를 제1 및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에 각각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재생 제어 신호로서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여기서, 소정 비례 계수들은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에 미리 저장되거나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

이하, 도 1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에서 속도 제어 신호, 방향 제어 신호, 제1 및/또는 제2 음압 제어 신호들에 해당

하는 재생 제어 신호의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때, 전술한 실시예들에 따라, 

사용자가 터치 패트(6A)를 터치하거나 제1 마우스(미도시)를 이동시켜 형성되는 궤적을 2차원 궤적이라 한다.

도 7은 재생 제어 신호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2차원 궤적들(a 및 b)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횡축은 X축을 나

타내고, 종축은 Y축에 나타낸다. 여기서, 2차원 궤적(a)의 시작 위치의 X축 및 Y축 좌표는 (x  1 , y  1 )라 하고, 2차원

궤적(a)의 종료 위치의 X축 및 Y축 좌표는 (x  2 , y  1 )라 한다. 또한, 2차원 궤적(b)의 시작 위치의 X축 및 Y축 좌표

는 (x  3 , y  3 )라 하고, 2차원 궤적(b)의 종료 위치의 X축 및 Y축 좌표는 (x  4 , y  4 )라 한다.

만일, 소정 샘플링 주기동안(Δt) 사용자가 터치 패드(6A)나 제1 마우스(미도시)를 X축 방향으로만 터치하거나 이동

시켜 도 7에 도시된 2차원 궤적(a)을 형성한 경우, 터치 패드(6A)나 제1 마우스(미도시)는 X축 방향의 이동 거리(X  2
-X  1 )로부터 제1 변위값(ΔX)을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발생하여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로 출력한다. 이 때,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는 소정 샘플링 주기(Δt)동안 X축 방향의 제1 변위값(ΔX)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재생 방향을

순 방향(즉, 원곡 재생방향)으로 결정하고, 마이너스(-) 이면 재생 방향을 역 방향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재생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갖는 방향 제어 신호를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또한, 소정의 샘플링 주기(Δt) 동안의 터치되거나

이동된 X축 방향의 제1 변위값(ΔX)의 절대값(│ΔX│=│X  2 -X  1 │)으로부터 속도값(│ΔX/Δt│)을 산출하고, 

산출된 속도값(│ΔX/Δt│)을 갖는 속도 제어 신호를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 다. 이 때, 재생 제어 신호 발생부(

8)는 소정의 비례 계수들중 조작 변환키들(30 및 32)중 하나인 속도 변환 조작키(30)의 조작에 의해 선택된 비례 계

수(C)를 산출된 속도값(│ΔX/Δt│)에 곱하여 새로운 속도값(│ΔX/Δt│×C)을 산출하고, 산출된 새로운 속도값을 

갖는 재생 제어 신호를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여기서, 비례 계수를 속도값에 승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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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LP 레코드판용 턴테이블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턴

테이블에 소정의 힘을 가하여 턴테이블의 회전 속도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속도 제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용

자가 LP 턴테이블에 가하던 힘과 동일한 힘으로 터치패드(6A)를 터치할 때, 종래의 LP 턴테이블로부터 발생되는 속

도값(이는 전술한 위치 정보에 해당한다.)과 동일한 속도값이 터치 패드(6A)로부터 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례

계수(C)가 속도값(│ΔX/Δt│)에 승산된다. 여기서, 소정 비례 계수들은 사용자가 턴테이블에 가한 손의 움직임을 

모델링하므로서 사전에 결정된다.

또한, Y축 방향으로 터치되거나 이동된 궤적으로부터 구한 제2 변위값은 오디오 신호를 다르게 변조하기 위한 특별한

재생 제어 신호로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터치 패드(6A)나 제1 마우스(미도시)를 Y축 방향으로 터치

하거나 이동할 경우, 터치 패드(6A)나 제1 마우스(미도시)는 Y축 방향의 제2 변위값(ΔY)을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발생하여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로 출력한다. 이 때,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는 소정 샘플링 주기(Δt)동안 Y축 

방향의 제2 변위값(ΔY)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음압을 증가시킨다는 정보를 갖고, 마이 너스(-)이면 음압을 감소

시킨다는 정보를 갖는 제1 음압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또한,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8

)는 Y축 방향의 제2 변위값의 절대값(ΔY│)으로부터 음압의 증감율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제2 볼륨 제어 신호를 생성

하여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이 때, 소정 샘플링 주기동안(Δt) 사용자가 터치 패드(6A)나 제1 마우스(미도시)를 X축 및 Y축 방향으로 터치하거나

이동시켜 도 7에 도시된 2차원 궤적(b)을 형성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터치 패드(6A) 또는 제1 마우스(미도시)는 2차

원 궤적의 시작 위치(x  3 , y  3 )와 종료 위치(x  4 , y  4 )간의 이동 거리들(X  4 -X  3 및 Y  4 -Y  3 )로부터 제1 및 제

2 변위값들(ΔX 및 ΔY)을 구하여 재생 제어 신호 발생부(8)로 출력한다. 이 때, 재생 제어 신호 발생부(8)는 제1 변

위값(ΔX)의 부호 및 절대값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방향 및 속도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고, 제2 변위값(ΔY)의 부호

및 절대값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및 제2 음압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여 오디오 재생부(20)로 출력한다.

한편, 오디오 재생부(20)는 제1 기록 매체로부터 입력한 오디오 신호(이하, 제1 오디오 신호라 칭한다.)를 재생 제어

부(10)로부터 입력한 속도 제어 신호, 방향 제어 신호, 제1 및 제2 음압 제어 신호들에 각각 상응하는 속도, 방향 및 

음압중 적어도 하나로 변조시켜 재생한다.

이하,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20)의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구성 및 동작과, 그 오디오 재생부(2

0)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재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8은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20)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재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

트로서, 재생 제어 신호의 발생 여부에 따라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거나 변조시키지 않고 재생하는 단계(제50 

∼ 제54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하면,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20)는 어드레스 발생부(22), 버퍼(24) 및 재생

기(26)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오디오 재생부(20)는 제1 오디오 신호를 다음과 같이 변조시켜 재생한다.

먼저, 어드레스 발생부(22)는 사용자가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고자 하는가를 판단한다(제50 단계). 이를 위해, 

어드레스 발생부(22)는 재생 제어부(10)로부터 재생 제어 신호 즉, 속도, 방향, 제1 음압 제어 신호 또는 제2 음압 제

어 신호가 입력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오디오 재생부(20)는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생 제어 신호에 상응하여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켜 재생한다(제52 단계). 예컨데, 속도 제어 신호, 방향 제어 신호, 제1 음압 제어 신호 또는 제2 음압 

제어 신호중 적어도 하나가 입력되면, 오디오 재생부(20)는 속도 제어 신호, 방향 제어 신호, 제1 및 제2 음압 제어 신

호들 각각에 상응하는 속도, 방향 및 음압중 적어도 하나로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켜 재생한다.

제52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어드레스 발생부(22)는 재생 제어부(10)로부터 재생 제어 신호가 발생될 때, 재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결정한 속도 및 순서로 어드레스를 발생하여 버퍼(24)로 출력한다. 이 때,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제1 오 디오 신호를 입력단자 IN을 통해 입력하여 버퍼링한 버퍼(24)는 버퍼링된 제1 오디오 신호를 어드레스 발생부

(22)로부터 출력되는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재생기(26)로 독출한다. 예컨데, 어드레스 발생부(22)는 속도 제어 신호로

부터 재생 속도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버퍼(24)에 버퍼링된 제1 오디오 신호를 빨리 독출시킬 것인가 

혹은 느리게 독출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또한, 어드레스 발생부(22)는 방향 제어 신호로부터 재생 방향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제1 오디오 신호가 버퍼링된 순서로 제1 오디오 신호를 독출시킬 것인가 혹은 그 반대로 순

서로 제1 오디오 신호를 독출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때, 어드레스 발생부(22)는 결정된 결과들에 따라 어드레스

를 발생한다.

결국, 버퍼(24)로부터 제1 오디오 신호가 출력되는 간격 및 제1 오디오 신호가 출력되는 속도를 어드레스 발생부(22)

로부터 발생되는 어드레스에 따라 조정하여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한다. 이 때, 재생기(26)는 버퍼(24)로부터 출력

되는 제1 오디오 신호를 그대로 재생한다. 그러므로, 재생기(26)의 출력은 변조되어 재생된 제1 오디오 신호가 됨을 

알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오디오 재생부(20)는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

하지 않고 재생한다(제54 단계). 즉, 재생 제어 신호가 재생 제어부(10)로부터 발생되지 않으면, 어드레스 발생부(22)

는 버퍼(24)에 버퍼링된 제1 오디오 신호가 소정의 기본 속도와 순서로 독출되도록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따라서, 재

생기(26)는 버퍼(24)로부터 기본적인 속도와 순서로 독출되는 제1 오디오 신호를 재생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MP-3 플레이어, 디지탈 오디오 테입 플레이어(DAT;digiral audio tape player), CD

-플레이어 또는 노래방 연주 기기 등과 같은 디지탈 또는 아날로그 음악 재생 장치가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2

0)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작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 제어부(10)는 별도의 장치로 제작되어 오디오 재생부(20)에 

선택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 오디오 재생부(20)는 제1 오디오 신호의 안정적인 재생을 위해 튐 방지 기능을 채

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버퍼(24)는 재생될 제1 오디오 신호를 10초에서 40초가량 버퍼링한다.



등록특허  10-0387238

- 7 -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전술한 디지탈 또는 아날로그 음악 재생 장치는 재생 제어부(10) 및 오디오 재생부(

20)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도록 제작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오디오 재생부(20)는 개인용 컴퓨터(미도시) 따위에 내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생 제어부(10)는 별도의 장치로 제작되어 개인용 컴퓨터(미도시)와 선택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 버퍼(24)는 

개인용 컴퓨터(미도시)가 자체적으로 갖는 메모리(미도시)에 의해 구현된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20)

의 입력단자 IN을 통해 입력되는 제1 오디오 신호는 개인용 컴퓨터(미도시)를 통해 재생 가능한 ".cda"라는 확장자를 

갖는 CD-ROM 파일, ".mp3"라는 확장자를 갖는 MP3 파일, ".wav"라는 확장자를 갖는 WAVE 파일 또는 RA(Real Au

dio) 파일등에 저장된 데이타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2a에 도시된 터치 패드(6A)를 채택하여 별도로 제작된 재생 제어부(10A)가 오

디오 재생부(20)를 내장하는 개인용 컴퓨 터와 연계되어 동작한다고 가정할 때, 개인용 컴퓨터의 구성, 개인용 컴퓨터

와 재생 제어부(10A)간의 연결 관계 및 연계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9는 개인용 컴퓨터(58)와 재생 제어부(10A)간의 외부적인 연결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재생 제어부(10A)와

개인용 컴퓨터(58)로 구성된다.

도 9에 도시된 개인용 컴퓨터(58)와 재생 제어부(10A)는 예를 들면, 범용 직렬 버스(USB:Universal Serial Bus)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USB는 다른 버스에 비해 훨씬 빠른 데이타 전송율을 갖기 때문이다.

도 10은 재생 제어부(10A)와 도 9에 도시된 모습으로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58)의 각 부에 대한 본 발명에 의한 실시

예의 블럭도로서, 재생 제어부(10A) 및 개인용 컴퓨터(58)로 구성된다.

도 9 또는 도 10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A)는 도 2a에 도시된 재생 제어부(10A)와 동일한 구성 및 기능을 수행하므

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0에 도시된 개인용 컴퓨터(58)는 중앙 처리 장치(CPU:Central Processor Unit)

(60), 표시장치(62), 입력장치(64), 오디오 재생부(72) 및 오디오 파일(74)을 갖는 기억장치(66), 사운드 카드(68), 스

피커(70) 및 CD 플레이어(76)로 구성된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72)의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88)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디코딩부(

80)와 어드레스 발생부(22A)와 버퍼(24A)로 구성되는 오디오 재생부(88), 사운드 카드(68), 스피커(70) 및 오디오 

파일(72)로 구성된다.

도 1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88)는 오디오 파일(74) 또는 통신망을 통해 외부로부터 직접 입력한 제1 오디오 신호

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부(80)를 더 마련하는 것을 제외하면,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부(20)와 동일한 구성 및 

기능을 갖는다. 즉, 어드레스 발생부(22A) 및 버퍼(24A)는 어드레스 발생부(22) 및 버퍼(24)와 각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 오디오 재생부(88)의 변조 가능한 재생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용 컴퓨터(58)의 CPU(60)가 기억 장치(66)의 다른 메모리(미도시)로부터 읽어들인 오디오 재생부(88)용 프로그

램을 실행시키면, 표시장치(62)를 통해 곡 선택 메뉴가 제공된다. 이 때, 사용자가 곡 선택 메뉴로부터 재생하고자 하

는 곡을 입력 장치(64)를 이용하여 선택하면, 선택된 곡에 해당하는 제1 오디오 신호가 오디오 파일(74)로부터 오디

오 재생부(88)로 입력된다. 여기서, 오디오 파일(74)은 다양한 압축 방식으로 제1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오디오 파일(74)은 CD-ROM 파일(82), WAVE 파일(84), MP3 파일(86) 또는 RA 파일 등이 될 수 있다.

이 때, 오디오 재생부(88)의 디코딩부(80)는 오디오 파일(74)로부터 입력한 선택된 곡에 해당하는 제1 오디오 신호를

윈도우 표준 오디오 파일인 wav 화일로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제1 오디오 신호를 버퍼(24A)로 출력한다. 여기서, 버

퍼(24A)에 버퍼링된 디코딩된 제1 오디오 신호는 시간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며, 재생 제어 신호와 매칭되어 사운드 

카드(68)로 독출된다. 이를 위해, 어드레스 발생부(22)와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발생부(22A)는 재생 제어 장치(10)로

부터 입력한 속도, 방향, 제1 및 제2 음압 제어 신호들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재생 제어 신호를 분석하여 생성한 어드

레스를 버퍼(24A)로 출력한다. 또한, 어드레스 발생부(22A)는 재생 제어 신호가 입력되지 않을 때, 버퍼(24A)에 버퍼

링된 제1 오디오 신호가 기본적인 속도와 순서로 출력되도록 생성한 어드레스를 버퍼(24A)로 출력한다. 또는, 어드레

스 발생부(22A)는 어드레스 발생을 중단하여, 버퍼(24A)로부터 제1 오디오 신호가 독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버퍼(24A)를 통해 출력되는 제1 오디오 신호는 사운드 카드(68) 및 스피커(70)를 통해 재생되어, 사용자에게

변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은 재생된 제1 오디오 신호로서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오디오 재생부(72)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달리 구현될 수도 있다. 즉, 오디오 재생

부(72)는 도 1에 도시된 재생기(26)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드레스 발생부(22)의 역할은 CPU(60)가 

수행하고 버퍼(24)의 역할은 기억 장치(66)의 다른 메모리(미도시)가 수행할 수 있다.

이하,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적용한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장치의 구성 및 동작과, 그 리믹싱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2는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적용한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장치의 블럭도로서, 오디오 재생 장치(90),

오디오 재생기(92) 및 신호 합성기(94)로 구성된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재생된 제

1 및 제2 오디오 신호들을 합성하여 리믹 싱된 오디오 신호를 구하는 단계(제100 및 제102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재생 제어부(10) 및 오디오 재생부(20)로 구성되는 도 12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 장치(90)는 도 1에 도시된 오디오 재

생 장치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제1 오디오 신호와 제2 오디오 신호를 재생한다(제100 단계). 이

를 위해, 도 12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 장치(90)는 전술한 바와 같은 동작에 의해 제1 오디오 신호를 선택적으로 변조

하여 재생하고, 재생된 제1 오디오 신호를 신호 합성기(94)로 출력한다. 이 때, 오디오 재생기(92)는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제2 오디오 신호를 정상 속도와 정 방향으로 재생하고, 재생된 제2 오디오 신호를 신호 합성기(94)로 출력한

다. 여기서, 오디오 재생기(92)는 전술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음악 재생 장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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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 단계후에, 재생된 제1 오디오 신호와 재생된 제2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여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를 구한다(제1

02 단계). 이를 위해, 믹서(mixer) 따위로 구현될 수 있는 신호 합성기(94)는 오디오 재생 장치(90) 및 오디오 재생기

(92)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재생된 제1 및 제2 오디오 신호들을 합성하고, 합성된 결과를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단자 OUT4를 통해 출력한다.

도 12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장치는 단지 두 개의 오디오 신호들만을 리믹싱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한 

리믹싱 장치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개 오디오 신호들을 리믹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 12에 도시된 바와 달리 

리믹싱 장치는 오디오 재생기(92)와 동일한 오디오 재생기를 다수개 마련할 수도 있 다.

한편, 두 곡들을 리믹싱하기 위해, 도 12에 도시된 오디오 재생기(92) 예를 들면 CD 플레이어(76)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58)에 내장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용 컴퓨터(58)는 신호 합성기(94)를 내장하거나 신호 

합성기(94)의 역할을 CPU(60)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신호 합성된 결과인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는 기억 장

치(66)에 저장될 수도 있으며, 스피커(7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만일,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가 기억 

장치(66)에 저장될 경우, 기억 장치(66)는 믹싱에 관련된 정보만을 파일의 형태로 저장한다. 여기서, 믹싱에 관련된 

정보란, 예를 들면, 오디오 재생부(72)가 제1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파일(72)로부터 로딩하기 위한 정보,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정보 또는 제1 오디오 신호와 CD 플레이어(76)로부터 발생되는 제2 오디오 신호의 중첩등에 

관한 정보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에 해당하는 변조된 곡에 대한 데이타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기억 장치(66)의 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저장된 작은 용량의 파일은 웹(WEB)을 통해 쉽게 공유될 수도 있

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및 방법, 그 장치를 적용한 리

믹싱 장치 및 방법은, 1차원적인 궤적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변위값만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변조 및 재생하는 종

래의 오디오 신호 처리 장치와 달리 2차원적인 궤적으로부터 얻은 하나 이상의 변위값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의 

재생 방향, 재생 속도 및/또는 재생 음압 등과 같 은 다수개의 재생 인자들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 오디오 신호를 다

양하게 변조하여 재생할 수 있고, 회전 원판없이도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를 갖

고 제작 비용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미세하게 곡을 변조시킬 수 있고, 회전 원판을 사용하더라도 판독용 바늘 대신에 

마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판독용 바늘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디지탈 오디오 신호를 다시 LP 레코드판으로 복각하지 않고도 변조시켜 재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해상도의 디지탈 오디오 신호의 샘플링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그 디지탈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재생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제1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제1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오디오 재생 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사용자에 의해 가변되는 제1 및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를 분석하여 생성한 재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재생 제어부; 및

상기 재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재생하는 오디오 재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고, 조작된 결과로부터 검출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궤적 

좌표 신호를 출력하는 궤적 검출부; 및

상기 궤적 좌표 신호가 갖는 상기 변위값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재생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오디오 재생부로 출력하는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재생부는

재생할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버퍼링하고, 버퍼링된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독출하는 버퍼;

상기 재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결정한 속도 및 순서로 상기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발생기; 및

상기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재생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

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는 소정 샘플링 시간 동안 상기 제1 변위값의 부호 및 절대값을 검사하

고, 검사된 상기 부호에 응답하여 방향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검사된 상기 절대값에 응답하여 속도 제어 신호를 생성

하고, 생성된 상기 방향 및 상기 속도 제어 신호들을 상기 재생 제어 신호로서 상기 오디오 재생부로 출력하고,

상기 오디오 재생부는 상기 속도 제어 신호 및 상기 방향 제어 신호에 각각 상응하는 속도 및 방향 중 적어도 하나로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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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2 항 또는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는 소정 샘플링 시간 동안 상기 제2 변위값의 부호 및 절대

값을 검사하고, 재생될 상기 제1 오디오 신호의 음압을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제1 음

압 제어 신호를 상기 제2 변위값의 검사된 상기 부호에 응답하여 생성하고, 상기 제2 변위값의 검사된 상기 절대값에 

응답하여 상기 음압의 증감율에 대한 정보를 갖는 제2 음압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음압

제어 신호들을 상기 재생 제어 신호로서 상기 오디오 재생부로 출력하고,

상기 오디오 재생부는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음압 제어 신호들에 상응하는 음압으로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6.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궤적 검출부는

사용자가 상하좌우로 터치한 궤적을 상기 조작된 결과로서 검출하고, 검출된 궤적의 좌표값으로부터 산출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변위값들을 갖는 상기 궤적 좌표 신호를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로 출력하는 터치 패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7.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궤적 검출부는

사용자가 상하좌우로 이동시킨 궤적을 상기 조작된 결과로서 검출하고, 검출된 궤적의 좌표값으로부터 산출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변위값들을 갖는 상기 궤적 좌표 신호를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로 출력하는 제1 마우스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8.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궤적 검출부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회전하는 회전 원판; 및

상기 회전 원판과 접촉되어 상기 회전 원판의 회전 속도 및 회전 방향을 센싱하고, 센싱된 결과로부터 검출한 상기 제

1 변위값을 갖는 상기 궤적 좌표 신호를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로 출력하는 제2 마우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궤적 검출부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회전하고, 회전된 결과를 센싱하고, 센싱된 결과로부터 검출한 상기 제1 변위값을 갖는 상기 궤

적 좌표 신호를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로 출력하는 죠그 셔틀 다이얼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

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궤적 검출부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방향 및 속도로 이동하며, 요철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소정 개수의 단면을 내주면에 반복적

으로 마련하는 기록 매체;

상기 단면에 접촉되고, 상기 기록 매체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 상기 방향성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접촉부;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 및

상기 디지탈 신호를 분석하여 결정한 상기 방향 및 상기 속도로부터 검출한 상기 제1 변위값을 갖는 상기 궤적 좌표 

신호를 상기 재생 신호 생성부로 출력하는 신호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

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LP 레코드에 해당하고, 상기 접촉부는 상기 단면에 접촉되어 발생한 상기 아날

로그 신호를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로 출력하는 판독용 바늘 및 캐트리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

오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광 디스크에 해당하고, 상기 접촉부는

상기 광 디스크에 광을 조사하는 광 조사부; 및

상기 광 디스크로부터 반사되는 광을 센싱하고, 센싱된 광량에 상응하는 레 벨을 갖는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상기 아

날로그/디지탈 변환부로 출력하는 광 센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13.
제6 항 내지 제12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는

소정의 비례 계수들중 적어도 하나의 비례 계수를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선택하고,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비례 계

수를 출력하는 변환 조작키들을 더 구비하고,

상기 재생 제어 신호 생성부는 상기 변환 조작키들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례 계수를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에 각각 승산하고, 승산된 결과를 상기 재생 제어 신호로서 상기 오디오 재생부로 출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에서 수행되는 오디오 재생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고자 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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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재생하는 단계

; 및

(c)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재생 제어 신호에 상응하여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켜 재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을 갖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의 오 디오 재생 방법.

청구항 15.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변조시키고자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재생 제어 

신호가 발생되었는가를 판단하고,

상기 재생 제어 신호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변위값들중 적어도 하나를 분석한 결과에 상응하

여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의 오디오 재생 방법.

청구항 1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적용한 리믹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오디오 신호를 선택적으로 변조하여 재생하는 상기 오디오 재생 장치;

제2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제2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오디오 재생기; 및

상기 오디오 재생 장치 및 상기 오디오 재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재생된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오디오 신호들을 합성하

고, 합성된 결과를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로서 출력하는 신호 합성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변조 기

능을 갖는 오디오 재생 장치를 적용한 리믹싱 장치.

청구항 17.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리믹싱 장치에서 수행되는 리믹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오디오 신호와 상기 제2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는 단계; 및

재생된 상기 제1 오디오 신호와 재생된 상기 제2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여 상 기 리믹싱된 오디오 신호를 구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믹싱 장치에서 수행되는 리믹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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