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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응 시간이 제어 가능한 위상 동기 루프

요약

타입 Ⅱ 위상 동기 루프(PLL;919), 특히 위상 감지기(921-9)와 IC(921)내에 피드백 타입의 적분기의 증폭
기(91-11)를 포함하는 위상 동기 루프의 반응 시간을 선택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는 상기 증폭기(91-
11)에  종속접속된  제어가능한  필터단(925-2)을  포함한다.  상기  제어  가능한  필터단(925-2)은 필터부
(C3,C4,R2,R5)와 모드 결정 제어 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필터부(C3,C4,R2,R5)를 선택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스위칭 장치(Q2,R3)를 포함한다. 상술된 실시예에서 PLL(919)은 튜너(9)의 국부 발진기(911)의 주파수를 
제어하고 필터부(C3,C4,R2,R5)는 복조기(11)가 미세 동조 모드(fine  tuning  mode)동안 적절하게 동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세 동조 동안 PLL(919)의 반응 시간을 증가하기 위한 진폭 대 주파수 반응을 갖는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응 시간이 제어 가능한 위상 동기 루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양호한 실시예가 상술되면서 참조하게 되는 동조 시스템(tuning system)을 포함하는 디지탈 위성 
텔레비젼 수신기의 블럭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진기 제어 신호에 반응해서 통제되는 주파수를 갖는 통제된 발진기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통제된 발진
기(911)와 기준 주파수를 나타내는 신호원(921-5,923)과 상기 통제된 발진기 신호와 상기 기준 주파수를 
나타내는 상기 신호 간의 위상 및 주파수를 나타내는 상기 신호 간의 위상 및 주파수 관계를 나타내는 에
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921-9) 및 상기 발진기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에러 신호를 여과
하기 위한 루프 필터(927)를 구비하는 폐쇄 루프장치(919);및 상기 폐쇄 루프장치(919)의 동작 모드를 제
어하기 위한 수단(19)을 포함하고 상기 폐쇄 루프 장치(919)의 상기 루프 필터는 적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음의 피드백 구성에서 연결된 증폭기(921-11) 및 제1의 필터부(C1, C2, R1)와 상기 적분기와 종속 접속된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에 연결된 필터 제어부(Q2, R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제어부(Q2, R3)는 상기 모드 지시제어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3, 
C4, R2, R4, R5)를 선택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스위칭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상기 패쇄 루프 장치(91+)의 안정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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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상기 패쇄 루프 장치(919)의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폭 대 주파수 반응 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진폭 대 주파수 반응 특성은 연속적으로 더 높아지는 주파수로 극(pole)과 제1제로 
및 제2의 제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진폭 대 주파수 반응 특성은 연속적으로 더 높아지는 주파수로 제1의 극과, 제1의 
제로와 제2의 제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병렬로 연결된 제1의 커패시터(C3)와 제1의 저
항기(R2) 및 직렬로 연결된 제2이 저항기(R5)와 제2의 커패시터(C4)를 포함하고 상기 병렬 결합은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과 상기 통제된 발진기(911) 사이의 신호 경로와 직렬로 연
결되고 상기 직렬 결합은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과 상기 국부 발진기(911) 사
이의 상기 신호 경로와 분로 관계(in shunt relationship)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 루프 장치(919)는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과 상기 루프필터
(927)의 상기 증폭(921-11)를 포함하는 위항 동기 루프 집적회로(92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폐쇄루프장치(919)의 상기 적분기와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과 상기 통제된 발진기(911)사이에서 언급된 순서로 종속 접
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다수의 RF 캐리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RF 입력(901)과; 동조 제어 신호에 반응해서 통제된 주파수를 갖
는 국부 발진기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국부 발진기 신호와 주파수를 분활하기 위한 수단(921-3)과 기준 
주파수 신호원(921-5,923)과 상기 주파수 분할된 국부 발진기 신호와상기 기준 주파수 신호 사이의 위상 
및 주파수 차이를 나타내는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동조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에러 신호를 여과하기 위한 루프필터(927)를 포함하는 위상 동기 루프(919)와; 상기 RF입력(901)과 
상기 국부 발진기(911)에 연결된 IF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믹서(909);및 다수의 동작 모드에서 상기 위상
동기 루프(919)의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모드 중에서 상기 위상 동기 루프가 동작하게 되는 모드를 나타
내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루프 필터는 적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음의 피드백 
구성으로 연결된 증폭기(921-11)및 제1의 필터부(C1, C2, R1)와 상기 적분기와 종속 접속된 제2의 필터부
(C1, C4, R2, R4, R5), 및 상기 모드 지시제어 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
의 동작을 수정하기 위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에 연결된 필터 제어부(Q2,R3)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제어부(Q2 R3)는 상기 모드 지시제어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를 선택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는 상기 위상 동기 루프(919)의 안정성을 유지
하는 동안 상기 위상 동기 루프(919)의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진폭 대 주파수를 반응 특성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진폭 대 주파수 반응 특성은 연속적으로 더 높아지는 주파수로 극과, 제1의 제로, 
및 제2의 제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진폭 대 주파수 반응 특성은 연속적으로 더 높아지는 주파수로 극과, 제1의 제로, 
및 제2의 제로 및 제2의 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병렬로 연결된 제1의 커패시터(C3)와 제1 저항기
(R2) 및 직렬로 연결된 제2의 저항기(R5)와 제2의 커패시터(C4)를 포함하고 상기 병렬 결합은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과 상기 통제된 발진기(911)사이의 신호 경로와 직렬로 연결되고 
상기 직렬 결합은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과 상기 국부 발진기 사이의 상기 신
호 경로와 분로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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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동기 루프(919)는 상기 국부 발진기 신호의 주파수를 분할하기 위한 상기 수단
(921-3)과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 및 상기 루프 필터(927)의 상기 증폭기
(921-11)롤 포함하는 위상 동기 루프 동조 제어 집적 회로(92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루프 필터(927)의 상기 적분기와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과 상기 국부 발진기(911) 사이에서 언급된 순서로 종속 접
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중간 주파수를 갖는 IF필터(915)는 상기 IF 신호를 여과하기 위해 제공되고;상기 IF 신호
는 상기 필터(915)는 상기 중간 주파수에 해당하는 명목상 주파수를 구비하며;수단(11)은 상기 IF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명목상 주파수로부터의 일탈을 결정하기 위해 제공되고;상기 제어수단(19)은 (1)포착 모드 
동안 초기 국부 발진기 주파수를 설정하고 (2) 미세 동조 모드 동안 상기 명목상 IF주파수로부터 상기 IF 
신호의 주파수 일탈을 감소하도록 상기 초기 국부발진기 주파수로부터의 국부 발진기 주파수를 변화시키
기 위해 상기 위상 동기 루프(919)를 제어하고 상기 필터 제어부(Q2, R3)는 미세 동조 모드 동안 상기 모
드 지시 제어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위상 동기 루프(919)를 제어하고 상기 필터 제어부(Q2, R3)는 미세 동
조 동안 상기 모드 지시 제어 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위상 동기 루프(919)의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도록 상
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의 동작을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발진기 제어 신호에 반응해서 통제되는 주파수를 갖는 통제된 발진기(911)와 기준 주파수를 나타내는 신
호원(921-5,923)과 상기 통제된 발진기 신호와 상기 기준 주파수를 나타내는 상기 신호 사이에서 위상 및 
주파수 관계를 나타내는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921-9) 및 상기 발진기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에러 신호를 여과하기 위한 루프 필터(927)를 포함하는 위상 동기 루프 집적회로(9210를 포함
하고 상기 위상 동기 루프 장치(919)의 상기 루프 필터(927)는 적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음의 피드백 구성
으로 연결된 상기 위상 동기 루프집적회로(921)의 상기 증폭기(921-11) 및 제1의 필터부(C1, C2, R1)와 
상기 적분기와 종속 접속된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 및 상기 모드 지시 제어 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의 동작을 수정하기 위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
5)에 연결된 필터 제어부(Q2, R3)를 포함하고 상기 루프 필터의 상기 적분기와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상기 에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수단(921-9)과 상기 통제된 발진기(911) 사이에
서 언급된 순서로 종속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제어부(Q2, R3)는 상기 모드 지시 제어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제2의 필터부
(C1, C4, R2, R4, R5)를 선택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스위칭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상기 모드 지시제어신호에 반응해서 상기 위
상 동기 루프장치(919)의 반응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필터부(C1, C4, R2, R4, R5)는 상기 위상 동기 루프 장치(919)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상기 위상 동기 루프장치(919)의 루프 이득을 감소히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4-3

1019960082419



    도면1

4-4

1019960082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