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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워블 위상 동기 루프(Wobble PLL)
에 있어서, A/D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점 교차하는 시점(PZCP: Positive Zero Crossing P
oint)에 위상 에러를 검출하고, 그 PZCP 시점에 별도의 위상 에러 보정기를 이용하여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을 
독립적으로 병행함으로써, 대역 통과 필터의 특성, 슬라이스 레벨, 워블신호의 형상 등에 의해 워블신호의 듀티 비율이 
가변되어 Wobble PLL의 타이밍 지터(Timing Jitter)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됨은 물론, 워블신호에 순시
적으로 동기되는 PLL 클럭을 생성 출력시킬 수 있게 되며, 또한 워블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독출되지 않아, Wobble P
LL 동작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갑자기 워블신호가 독출되는 경우에도, 그 워블신호에 대한 신속한 Wobble PLL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워블신호, 워블 위상 동기 루프, 위상 에러, PLL 클럭, 위상 에러 보정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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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일반적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 의해 위상 보정된 PLL 클럭에 대한 파형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일반적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PLL 클럭 및 디지털 제어 발진기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을 도시
한 것이고,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및 방법에 대한 구성 및 동작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PLL 클럭 및 디지털 제어 발진기에서의 시간 카
운트 값을 도시한 것이고,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 의해 위상 보정된 PLL 클럭 및 지터(Jitter) 특성에 대한 파
형도를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대역 통과 필터11 : A/D 변환기

12,22 : 위상 검출기13,23 : 루프 필터

14,24 : 디지털 제어 발진기15 : 비트 검출기

16 : 동기 검출기17 : 어드레스 디코더

20 : 위상 에러 보정기100,200 : 워블 위상 동기 루프

300 : 메인 위상 동기 루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록 가능한 씨디(CD) 또는 디브이디(DVD)와 같은 광 기록매체의 데이터 기록 또는 재생을 위해 메인 위
상 동기 루프(Main PLL)에서 생성 출력되는 기록 클럭(Write Clock) 또는 재생 클럭(Read Clock)이, 광 기록매체로
부터 독출되는 워블신호(Wobble Signal)에 동기되도록 하기 위한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우선, 도 1은 일반적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 대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상기 워블 위상 동기 루프(100)
(이하, 'Wobble PLL' 이라 함.)에는, 위상 검출기(12)와, 루프 필터(13), 그리고 디지털 제어 발진기(DCO: Digital 
Controlled Oscillator)(14)가 포함 구성된다.

한편, DVD-RW 등과 같은 기록 가능한 광 기록매체로부터 독출되는 워블신호는, 푸시 풀(Push-Pull) 신호로서 대역 
통과 필터(10)에 의해 필터링되어, 고주파 노이즈, 직류 오프셋 성분 등이 제거된 후, A/D 변환기(11)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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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Wobble PLL(200)의 위상 검출기(12)에서는, 상기 A/D 변환된 워블신호를 사전에 설정된 기준 레벨로 
슬라이스(Slice)하여,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형파 형태의 워블신호를 생성 출력하게 되며, 또한 상기 디지털 제
어 발진기(14)로부터 출력되는 PLL 클럭과, 상기 A/D 변환된 워블신호의 위상 에러를 비교 산출하여, 상기 루프 필터
(13)로 출력하게 된다.

한편, 상기 루프 필터(13)에서는, 상기 위상 검출기(12)로부터 출력되는 위상 에러 값을 기준으로,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의 PLL 클럭에 대한 위상 보정 값을 생성하게 되는 데, 상기 루프 필터는, 일종의 저역 통과 필터(LPF)의 
역할을 수행하여,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로부터 출력되는 PLL 클럭이, 상기 워블신호와 동기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에서는, 상기 루프 필터(13)로부터 생성 출력되는 위상 보정 값에 따라, 현재의 
PLL 클럭의 발진 주파수를 보정하여, 워블신호와 동기되는 PLL 클럭을 생성 출력하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구성 및 동작되는 Wobble PLL(100)에 의해 생성 출력되는 PLL 클럭은, 상기 A/D 변환된 워블신
호가 입력되는 비트 검출기(15)로 인가되고, 상기 비트 검출기(15)에서는, 상기 PLL 클럭을 이용하여, A/D 변환된 워
블신호를 1 또는 0 의 값을 갖는 비트 스트림(Bit Stream)으로 검출 변환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워블신호에 실려있는 동기 패턴을 검출하는 동기 검출기(16)에서는, 그 동기 패턴
에 상응하는 동기신호를 생성 출력하게 되고, 또한 상기 비트 검출기(15)의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광 기록매체의 물리
적 어드레스를 디코딩하는 어드레스 디코더(17)에서는, 상기 동기 검출기(16)의 동기신호를 기준으로, 디코딩 동작을 
수행하여 광 기록매체의 물리적 어드레스를 메인 동기 위상 루프(300)로 출력하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Wobble PLL(100)의 위상 검출기(12)에서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A/D 변환된 워
블신호가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영(Zero)점 교차하는 시점(NZCP: Negative Zero Cross
ing Point, 이하 'NZCP'라 함.)에 위상 에러를 검출하게 되고,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의 발진 주파수를 결정하
는 시간 카운트 값, 예를 들어 자유 감소(Free Down) 시간 카운트 값은, 상기 NZCP 시점에서 검출된 위상 에러 값에 
의해 항상 보정된다.
    

이때,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에서 생성된 PLL 클럭의 위상이, A/D 변환된 워블신호의 위상보다 앞서는 경우(L
ead Case), 상기 위상 검출기(12)에서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지티브 위상 에러를 검출 생성하여, 루프 필터
(13)로 출력하게 되고, 상기 루프 필터에서는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의 클럭 주파수를 결정짓는 시간 카운트 값을, 
상기 포지티브 위상 에러 값에 따라 작게 보정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에서 생성된 PLL 클럭의 위상이, A/D 변환된 워블신호의 위상보다 뒤지는 경우
(Lag Case), 상기 위상 검출기(12)에서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 위상 에러를 검출 생성하여, 상기 루프 
필터(13)로 출력하게 되고, 상기 루프 필터에서는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의 클럭 주파수를 결정짓는 시간 카운트 값
을, 상기 네거티브 위상 에러 값에 따라 크게 보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Wobble PLL(100)에서는, 상기 NZCP 시점에 위상 에러 값을 검출하여,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1
4)의 클럭 주파수를 결정짓는 시간 카운트 값을 보정함으로써, PLL 클럭이 워블신호에 동기되도록 하는 위상 에러 보
정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A/D 변환된 워블신호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영(Zero)점 교차하는 시점(NZCP)은, 상기 슬
라이스된 워블신호의 듀티 비율(Duty Ratio)에 따라 가변될 수 있는 데, 그 워블신호의 듀티 비율은, 대역 통과 필터(
BPF)의 특성, 슬라이스 레벨(Slice Level), 워블신호의 형상(Shape) 등에 의해 가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NZCP 
시점을 기준으로 Wobble PLL 동작을 수행(PLL Locking)시키는 경우, 대역 통과 필터의 특성, 슬라이스 레벨, 워블신
호의 형상 등에 의해 Wobble PLL의 타이밍 지터(Timing Jitter)가 열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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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Wobble PLL(100)에서 정확한 위상 에러 보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PLL Setting Time)은, 
루프 필터의 적분 특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순시(瞬時)적인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상기 워블신호가 불연속적으로 독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워블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독출되지 않아, Wobble 
PLL 동작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갑자기 워블신호가 독출되는 경우, 그 워블신호에 대한 신속한 Wobble PLL 동작이 이
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워블 위상 동기 루프(Wobble PLL)에 있
어서, A/D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점 교차하는 시점(PZCP: Positive Zero Crossing Point)
에 위상 에러를 검출하고, 그 PZCP 시점에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
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는, 디지털 제어에 의
해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가변 출력하는 클럭 발생수단; 상기 출력되는 클럭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간의 
위상 에러를 비교 검출하는 위상 검출수단; 및 상기 검출된 위상 에러에 상응하는 보정 값을 생성하여, 상기 클럭 발생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상기 워블신호에 동기시키는 위상 보정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 있어서, 상기 클럭과 워블신호간의 위상 에러에 따라, 상기 클럭 발생수단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을 사
전에 설정된 특정 값으로 가변 설정시키는 위상 에러 보정수단이 더 포함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방법은, 디지털 제어에 의해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가변 출력
하면서, 상기 출력되는 클럭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간의 위상 에러를 비교 검출하는 1단계; 상기 검출된 
위상 에러에 상응하는 보정 값을 생성하여, 상기 출력되는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상기 워블신호에 동기시키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럭과 워블신호간의 위상 에러에 
따라, 상기 클럭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시간 카운트 값을 사전에 설정된 특정 값으로 가변 설정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보정장치 및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
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보정장치 및 방법에 구성과 동작 흐름도를 각각 도시
한 것으로, 상기 Wobble PLL(200)에는, 도 1을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위상 검출기(22)와 루프 필터(23), 그리고 
디지털 제어 발진기(24)가 포함 구성됨과 아울러,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을 위한 위상 에러 보정기(20)가 추가로 포
함 구성된다.

한편, 상기 위상 검출기(22)에서는, 도 6 및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A/D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Negative)에
서 포지티브(Positive)로 영(Zero)점 교차하는 시점(PZCP)을 검출하여(S10), 그 PZCP 시점에서의 위상 에러 값을 
검출하게 되고,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의 클럭 주파수를 결정짓는 시간 카운트 값, 예를 들어 자유 감소(Free 
Down) 시간 카운트 값을 상기 PZCP 시점에서 검출된 위상 에러 값에 따라 가변 보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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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 생성된 PLL 클럭의 위상이, A/D 변환된 워블신호의 위상보다 앞서는 경우(L
ead Case), 상기 위상 검출기(22)에서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지티브 위상 에러를 검출 생성하여, 루프 필터
(23)로 출력하게 되고, 상기 루프 필터에서는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CV: Count Value)을, 
상기 포지티브 위상 에러 값에 따라 작게 보정하는 통상적인 Wobble PLL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위상 에러 보정기(20)에서는, 상기 PZCP 시점이 검출되는 경우, 상기 위상 에러 보정 동작과는 독립적으로,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CV)을 확인하여(S11),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소 기준범위를 벗
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 최대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CV > Higher_Band)(S12)에는,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
24)에서의 현재 카운트 값(CV)을 초기 설정 값(Vset)으로 가변 맵핑시키게 된다(S13).

또한,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CV)이,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소 기준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Lower_Band < CV < Higher_Band)(S14),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CV)을 초기 설정 
값(Vset)의 1/2 로 가변 맵핑시키는 이른 바, 백 워드 오차 보정(Backward Gap Compensator) 동작을 수행하게 된
다(S15).

한편,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 생성된 PLL 클럭의 위상이, A/D 변환된 워블신호의 위상보다 뒤지는 경우(L
ag Case), 상기 위상 검출기(22)에서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 위상 에러를 검출 생성하여, 루프 필터(
23)로 출력하게 되고, 상기 루프 필터에서는 디지털 제어 발진기(14)의 시간 카운트 값을, 상기 포지티브 위상 에러 값
에 따라 크게 보정하는 통상적인 Wobble PLL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상기 위상 에러 보정기(20)에서는, 상기 PZCP 시점이 검출되는 경우, 상기 위상 에러 보정 동작과는 독립적으로,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CV)을 확인하여,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소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 최소 기준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CV < Lower_Band)에는,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의 현재 
카운트 값(CV)을 영(Zero) 값으로 가변 맵핑시켜, 초기 설정 값(Vset)으로 즉시 가변될 수 있도록 한다(S16).

그리고,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CV)이,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소 기준범위에 포함되는 경
우(Lower_Band < CV < Higher_Band), 상기 디지털 제어 발진기(24)에서의 카운트 값(CV)을 초기 설정 값(Vset)
의 1/2로 가변 맵핑시키는 이른 바, 포워드 워드 오차 보정(Forward Gap Compensator)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Wobble PLL(200)에서는, 대역 통과 필터의 특성, 슬라이스 레벨, 워블신호의 형상 등에 영향
을 받지 않는 PZCP 시점에, 위상 에러를 검출하기 때문에,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워블신호가 50% 미만이거나 또
는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상 에러 검출 주기를 50%의 듀비 비율을 갖는 워블신호에 대응되는 일정 주기로 검출
할 수 있게 되어, Wobble PLL의 타이밍 지터(Timing Jitter)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Wobble PLL(200)에서는, 상기 루프 필터(23)에 의한 통상적인 위상 에러 보정 동작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위상 에러 보정기(20)에서의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 9 및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Wobble PLL(100) 보다 양호한 지터 특성을 갖게 되며, 워블신호에 순시적으로 동기되는 
PLL 클럭을 생성 출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Wobble PLL(200)에서는,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이 가능하기 되어, 워블신호가 불연속적으
로 독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워블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독출되지 않아, Wobble PLL 동작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갑자
기 워블신호가 독출되는 경우에도, 그 워블신호에 대한 신속한 Wobble PLL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 및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및 방법은, 워블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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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루프(Wobble PLL)에 있어서, A/D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점 교차하는 시점(PZCP)에 
위상 에러를 검출하고, 그 PZCP 시점에 별도의 위상 에러 보정기를 이용하여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을 독립적
으로 병행함으로써, 대역 통과 필터의 특성, 슬라이스 레벨, 워블신호의 형상 등에 의해 워블신호의 듀티 비율이 가변되
어 Wobble PLL의 타이밍 지터(Timing Jitter)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게 됨은 물론, 워블신호에 순시적으로 
동기되는 PLL 클럭을 생성 출력시킬 수 있게 되며, 또한 워블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독출되지 않아, Wobble PLL 동작
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갑자기 워블신호가 독출되는 경우에도, 그 워블신호에 대한 신속한 Wobble PLL 동작이 이루어
지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제어에 의해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가변 출력하는 클럭 발생수단;

상기 출력되는 클럭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간의 위상 에러를 비교 검출하는 위상 검출수단; 및

상기 검출된 위상 에러에 상응하는 보정 값을 생성하여, 상기 클럭 발생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상기 워블신호에 동기시키는 위상 보정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 있어서,

상기 클럭과 워블신호간의 위상 에러에 따라, 상기 클럭 발생수단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을 사전에 설정된 특정 값으로 
가변 설정시키는 위상 에러 보정수단이 더 포함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
정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에러 보정수단은, 상기 위상 검출수단 및 보정수단과는 독립적으로, 상기 클럭 발생수단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을 사전에 설정된 특정 값으로 가변 설정시켜,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에러 보정수단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점 교차하는 시점에, 
상기 클럭 발생수단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이, 사전에 설정된 최대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재의 시간 카운트 값을 
초기 설정 값으로 가변 맵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에러 보정수단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점 교차하는 시점에, 
상기 클럭 발생수단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이,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소 기준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현재의 시간 카운트 
값을 초기 설정 값의 1/2로 가변 맵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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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에러 보정수단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점 교차하는 시점에, 
상기 클럭 발생수단에서의 시간 카운트 값이, 사전에 설정된 최소 기준범위에 미달되는 경우, 현재의 시간 카운트 값을 
영(Zero)으로 가변 맵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장치.

청구항 6.

디지털 제어에 의해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가변 출력하면서, 상기 출력되는 클럭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간
의 위상 에러를 비교 검출하는 1단계;

상기 검출된 위상 에러에 상응하는 보정 값을 생성하여, 상기 출력되는 클럭 주파수의 위상을, 상기 워블신호에 동기시
키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럭과 워블신호간의 위상 에러에 따라, 상기 클럭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시간 카운트 값을 사전에 설정된 특정 값
으로 가변 설정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카운트 값을 가변 설정시키는 단계는, 상기 1단계 및 2단계와는 독립적으로, 상기 클럭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시간 카운트 값을 사전에 설정된 특정 값으로 가변 설정시켜, 순시적인 위상 에러 보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카운트 값을 가변 설정시키는 단계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
점 교차하는 시점에, 상기 시간 카운트 값이, 사전에 설정된 최대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재의 시간 카운트 값을 
초기 설정 값으로 가변 맵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카운트 값을 가변 설정시키는 단계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
점 교차하는 시점에, 상기 시간 카운트 값이,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소 기준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현재의 시간 카운트 
값을 초기 설정 값의 1/2로 가변 맵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방법.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카운트 값을 가변 설정시키는 단계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워블신호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영
점 교차하는 시점에, 상기 시간 카운트 값이, 사전에 설정된 최소 기준범위에 미달되는 경우, 현재의 시간 카운트 값을 
영(Zero)으로 가변 맵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블 위상 동기 루프에서의 위상 에러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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