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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탈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장치

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 디스크에 있어서 아날로그적인 구성을 디지탈적으로 변환하여주는 디지탈 디스크 데이
타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산시간 발생기에서 위상천이가 발생할 때 일정간격으로 샘플링된 알에프신
호를 보간함으로써 적응형 등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인해 비대칭보상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와같은 목적은 입력되는 알에프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디지탈변환부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산시간 발진부의 위상이 0일 때 1차 
보간하는 보간부와, 상기 보간부의 출력을 인가받아 데이타 복원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제거하는 
적응형 등화기와 , 상기 적응형 등화기의 출력으로부터 부임계치 검출부와 주임계치 검출부로부터 구해진 
임계치 결정레벨을 빼서 디스크의 비대칭이 보상된 디지탈값을 출력하는 뺄셈기와, 상기 뺄셈기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산시간 발진부의 위상과 알에프신호 사이의 위상차를  구하고, 알에프신호의 값을 검출하여 
그 검출된 데이타를 출력하는 위상 검출부와, 상기 뺄셈기의 비대칭이 보상된 디지탈 출력값을 인가받아 
그에 대한 이득값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타 재생시의 부임계치를 검출하는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와, 상기 
위상 검출부에서 검출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그에대한 이득값을 선택함으로써 주임계치를 검출하는 주임계
치 검출부와,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 및 주임계치 검출부의 출력을 더하여 임계치 결정레벨을 출력하는 제
1 덧셈기와, 상기 위강 검출부의 검출 데이타를 입력받아 주파수 차이를 검출하는 주파수 검출부와, 상기 
위상 검출부 및 주파수 검출부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를 더하는 제2 덧셈기와, 상기 제2 덧셈기의 출력을 
입력받아 디지탈 위상동기루프의 특성을 갖도록 하는 루프필터와, 상기 루프필터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에 
비례하여 주파수와 위상을 변화하여 발진하는 이산시간 발진부로 구성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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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지탈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디지탈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장치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에 의거한 결정레벨 루프를 나타낸 블록도.

제3도는 제1도 디지탈 위상동기루프의 상세 블록도.

제4도는 제1도 이산시간 발진부와 그의 출력 파형도.

제5도는 제1도 주파수 루프의 상세 블록도.

제6도는 제1도 이산시간 발진부의 위상천이 출력상태를 나타낸 도.

제7도는 본 발명 디지탈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장치의 블록도.

제8도는 제7도 이산시간 발진부의 내부 블록도.

제9도는 제8도 이산시간 발진부의 출력 파형도.

제10도는 제7도 보간부의 동작 설명도.

제11도는 제7도에 의거한 임계치 결정레벨 루프를 나타낸 도.

제12도는 제7도 위상 검출부에 대한 동작 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     210 : 보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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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적응형 등화기                   230 : 뺄셈기

240 : 위상 검출부                      250 : 부임계치 검출부

260 : 주임계치 검출부                270, 290 : 덧셈기

280 : 주파수 검출부                    300 : 루프 필터

310 : 이산시간 발진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지탈 데이타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탈 디스크에 있어서 아날로그적인 구성을 디
지탈적으로 변환하여줌으로써 집적회로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지탈 디스크 데이타 재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디지탈 디스크 재생장치는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되는 알에프(RF)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00)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00)의 출력을 인가받아 데이타 
복원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제거하는 등화기(110)와, 상기 등화기(110)의 출력으로부터 부임계치 
검출부(140)와 주임계치 검출부(150)로부터 구해진 임계치 결정레벨(DL)을 빼서 디스크의 비대칭이 보상
된 디지탈 값을 출력하는 뺄셈기(120)와, 상기 뺄셈기(120)의 출력을 인가받아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클럭의 위상을 데이타의 위상에 맞추는 디지탈 위상동기루프(130)와, 상기 뺄셈기(120)의 비대칭이 보상
된 디지탈 출력값을 인가받아 데이타 재생시의 부임계치를 검출하는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140)와, 상기 
디지탈 위상동기루프(130)의 출력 및 가변길이 검출부(170)의 가변길이 검출데이타를 인가받아 주임계치
를 검출하는 주임계치검출부(150)와,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140) 및 주임계치 검출부(150)의 출력을 더하
여 임계치 결정레벨(DL)을 출력하는 덧셈기(160)와, 상기 디지탈 위상동기루프(130)에서 출력되는 위상이 
천이하면 뺄셈기(120)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가변길이를 검출하는 가변길이 검출부(170)와, 상기 가변길
이 검출부(170)의 출력을 인가받아 상기 디지탈 위상동기루프(130)의 동작범위를 결정하는 주파수 루프
(180)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종래의  디지탈  디스크  데이타  재생장치를  제1도  내지  제6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광디스크의 픽업장치(미도시)에서 읽은 알에프(RF)신호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00)에 입력되어 디지
탈신호로  변환되어  등화기(110)로  입력되며,  상기  등화기(110)에서는  디포커싱(defocusing), 비대칭
(asymmetry), 고밀도(high density)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타 재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들을 제거한 
다음 뺄셈기(120)로 출력하게 된다.

상기 뺄셈기(120)에서는 상기 등화기(110)의 출력으로부터 임계치 결정레벨(DL)을 뺌으로써 최적절한 임
계치를 결정하게 된다.

CD의 경우, 서보나 데이타를 재생하는 과정에 클럭재생을 위해서는 데이타의 기록과정에서 EFM 변조하게 
기록하게 되는데, 홈(pit)의 길이가 최소 3T에서부터 11T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디스크의 제조과정에서 홈의 길이가 규정된 길이보다 짧아지게 되면 반사되는 양이 많아져서 임
계치의 결정레벨(DL)이 올라가게 되고, 반면에 홈이 길어지면 반사되는 양이 적어져서 결정레벨이 내려가
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스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대칭을 보상하여 결정레벨(DL)을 최적절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주임계치 결정부(150)와 부임계치 결정부(140)에서 결정되어진 임계치 
결정레벨(DL)을 상기 등화기(110)의 출력에서 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주임계치 검출부(150)는 위
상오차(phase error)와 EFM변조에서 제한되어지는 가변길이 즉, 홈의 길이(3T-11T)를 이용하고, 부임계치 
검출부(140)에서는 등화기(110)의 출력값에서 출력값에서 임계치 결정레벨(DL)을 뺀 값 즉, 비대칭이 보
상된 디지탈 값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뺄셈기(120)의 출력은 디지탈 위상동기루프(130)의 입력되게 되는데, 이 디지탈 위상동기루
프(130)는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한 클럭의 위상을 데이타의 위상에 맞추는 부분으로써,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상검출부(131)와,  루프필터(132),  그리고 아날로그 전압제어발진기(VCO)에 
해당하는 이산시간 발진부(discrete-time  oscillator)(133)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이산시간 발진부(13
3)는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루프필터(132)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탈 입력값(Idto )의 크기에 따라서 

디지탈 출력값(Udto)의 주파수 및 위상이 변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위상검출부(131)는 입력신호(in)의 제

로 크로싱(zero crossing)에서 상기 이산시간 발진부(133)의 위상을 샘플링하게 된다.

한편, 가변길이 검출부(170)는 제 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디지탈 위상동기루프(130)의 출력을 입력
받아 위상천이될 경우 상기 뺄셈기(120)에서 출력되는 비대칭이 보상된 알에프(RF)신호의 크기로서 1과 0
을 판단함으로써 가변길이(runlength)를 판단하여 출력한다.

또한, 주파수 루프(180)는 제 5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상기 가변길이 검출부(170)의 출력을 입력받아 상기 
디지탈 위상동기루프(130)의 위상검출기(131)의 검출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동작하여 이산시간 발진부
(133)의 주파수를 상기 위상검출부(131)에서 검출할 수 있는 범위 즉 EFM변조에서 규정된 범위(3T-11T)로 
맞춰주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한 알에프신호를 별다른 처리없이 바로 등화함으로써 고
정등화기(fixed equalizer)밖에 쓸 수 없고, 이를 거친 신호를 이용하여 비대칭을 보상하기 때문에 정확
한 비대칭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위상차를 이용하는등의 복잡한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산시간 발생기에서 위상천이가 발생할 때 일정간
격으로 샘플링된 알에프신호를 보간함으로써 적응형 등화기(adaptive equaliz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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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로 인해 비대칭보상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와같은 목적을 갖는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 디지탈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장치는 제7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입력되는 알에프(RF)신호를 디지
탈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200)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200)의 출력을 입력받
아 이산시간 발진부(310)의 위상이 0일 때 1차 보간하는 보간부(210)와, 상기 보간부(210)의 출력을 인가
받아 데이타 복원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제거하는 적응형 등화기(220)와, 상기 적응형 등화기(22
0)의 출력으로부터 부임계치 검출부(250)와 주임계치 검출부(260)로부터 구해진 임계치 결정레벨(DL)을 
빼서 디스크의 비대칭이 보상된 디지탈값을 출력하는 뺄셈기(230)와, 상기 뺄셈기(230)의 출력을 입력받
아 이산시간 발진부(310)의 위상과 알에프신호 사이의 위상차를 구하고, 알에프신호의 값을 검출하여 그 
검출된 데이타를 출력하는 위상 검출부(240)와, 상기 뺄셈기(230)의 비대칭이 보상된 디지탈 출력값을 인
가받아  그에대한  이득값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타  재생시의  부임계치를  검출하는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
(250)와, 상기 위상 검출부(240)에서 검출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그에대한 이득값을 선택함으로써 주임계
치를 검출하는 주임계치 검출부(260)와,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250) 및 주임계치 검출부(250)의 출력을 
더하여 임계치 결정레벨(DL)을 출력하는 제1 덧셈기(270)와, 상기 위상 검출부(240)의 검출 데이타를 입
력받아 주파수 차이를 검출하는 주파수 검출부(280)와, 상기 위상 검출부(240) 및 주파수 검출부(280)의 
출력을 입력 받아 이를 더하는 제2 덧셈기(290)와, 상기 제2 덧셈기(290)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를 더하는 
제 2 덧셈기(290)와, 상기 제 2 덧셈기(290)의 출력을 입력받아 디지탈 위상동기루프의 특성을 갖도록 하
는 루프필터(300)와, 상기 루프필터(300)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에 비례하여 주파수와 위상을 변화하여 발
진하는 이산시간 발진부(310)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제7도 및 제12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200)는 픽업장치에 의해 읽혀진 아날로그 알에프(RF)신호를 입력받아 일정한 주
파수 클럭으로 샘플링함으로써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게 되고, 이 출력을 보간기(210)에서 입력
받아 이산시간 변환부(310)의 위상에 따라 상기 알에프신호를 1차 보간하여 출력하게 되는데, 이를 제 10
도를 참조하여 좀더 상세히 설명한다.

보간기(210)는 제10도(a)에 도시한 바와같이 일정한 샘플링주기에 의해 샘플링된 입력신호를 입력받아 이
산시간 발생부(310)의 위상이 0일 때 상기 입력신호를 1차 보간하여 비트 클럭마다 즉, 이산시간 발생부
(310)의 위상이 0일때마다 보간된 신호값을 구한다.

이때, 이산시간 발생부(310)의 위상이 0일때의 알에프신호는 하기 식(1)으로 주어진다.

이는 즉, 일정한 주파수로 샘플링된 알에프 신호를 디스크에 실려있는 데이타에 동기된 비트 클럭마다 신
호를 1차 보간하게 되는 것이다.

적응형 등화기(220)는 상기 보간부(210)의 출력을 입력받아 고밀도에 따른 부호화 간섭, 디포커싱에 따른 
신호변형등을 제거하여 출력하게 되고, 뺄셈기(230)는 상기 적응형 등화기(220)의 출력을 입력받아 부임
계치 검출부(250) 및 주임계치 검출부(260)에 의해 결정된 임계치 결정레벨(DL)을 빼줌으로써 디스크 제
작과정에서 발생된 비대칭을 제거한다.

위상검출부(240)는 상기 뺄셈기(230)에서 출력되는 비대칭이 보상된 알에프신호를 입력받아 이산시간 발
진부(310)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위상과 디스크에서 읽어들인 신호와의 위상차를 구하고, 그 디스크에서 
읽은 신호가 0인지 1인지를 판단해서 그 검출된 데이타를 출력하게 되며, 제12도는 이를 설명한 도로서 

파형정형되고 비대칭이 보상된 입력신호(yn)에서 검출된 데이타( n)가 1인지 0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

기 식(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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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입력신호(yn)에 대한 위상차 검출은 하기 식 (3)에 의한다.

한편, 부임계치 검출부(250)는 제11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비대칭 보상된 뺄셈기(230)의 출력을 입력받아 
0보다 크면 이득값을 G2, 반면에 0보다 작으면 -G2를 선택하여 출력하게 된다.

또한, 주임계치 검출부(260)는 위상 검출부(240)에서 검출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1이나 0이 연속된 길이인 
가변길이(runlength)와 그 검출된 데이타가 1인지 0인지(즉, land인지 pit인지)를 판단해서 가변길이가 2
이하이고 데이타가 1이면 그 이득값을 -G1을 선택하고, 반면에 가변길이가 2이하이고 데이타가 0이면 이
득값 G1을 선택하여 출력함으로써 제1 덧셈기(270)을 통해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250)의 출력과 주임계치 
검출부(260)의 출력을 더하게 되어 임계치 결정레벨(DL)을 상기 뺄셈기(230)로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주파수 검출부(280)에서는 상기 위상 검출부(240)에서 검출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가변길이에 의
해 주파수차를 검출하여 출력하게 되며, 제 2 덧셈기(290)는 상기 위상 검출부(240)에서 출력된 위상차와 
주파수 검출부(280)에서 출력되는 주파수차를 입력받아 이를 더하여 루프필터(300)로 출력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루프필터(300)는 상기 제2 덧셈기(290)의 출력을 입력받아 디지탈 위상동기루프(DPLL)의 주
파수 특성을 갖도록 하게되며, 이는 주로 저역통과필터의 특성을 갖는다.

상기 루프필터(300)의 출력은 이산시간 발진부(310)로 입력되어 그 입력에 비례하여 주파수와 위상을 변
화시키는데, 제8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이산시간 발진부(310)는 누적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200)에서  사용된  일정  주파수의  클럭주기(Ts)마다  동작하게 
되고, 덧셈기(311)는 루프필터(300)의 출력(Idto)과 이산시간 발진부(310)의 제9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최

종출력(Udto)을 한 클럭주기(Ts) 지연시킨 신호를 더하여 나머지기(312)로 출력하며, 상기 나머지기(312)

는 상기 덧셈기(311)의 출력을 인가받아 Mdto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게 된다.

또한, 이산시간 발진부(310)의 출력(Udto)으로 입력값(Idto)에 따라 기울기가 변하고, 따라서 주파수와 위

상의 변화를 제9도에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본 발명은 이산시간 발생기에서 위상천이가 발생할 때 일정간격으로 샘플링된 알에프신호를 보
간함으로써 적응형 등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인해 비대칭보상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효
과가 있게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알에프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
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산시간 발진부의 위상이 0일 때 1차 보간하는 보간부와, 상기 보간부의 출력을 인
가받아 데이타 복원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제거하는 적응형 등화기와, 상기 적응형 등화기의 출력
으로부터 부임계치 검출부와 주임계치 검출부로부터 구해진 임계치 결정레벨을 빼서 디스크의 비대칭이 
보상된 디지탈값을 출력하는 뺄셈기와, 상기 뺄셈기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산시간 발진부의 위상과 알에프
신호 사이의 위상차를 구하고, 알에프신호의 값을 검출하여 그 검출된 데이타를 출력하는 위상 검출부와, 
상기 뺄셈기의 비대칭이 보상된 디지탈 출력값을 인가받아 그에대한 이득값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타 재생
시의 부임계치를 검출하는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와, 상기 위상 검출부에서 검출된 데이타를 입력받아 그
에대한 이득값을 선택함으로써 주임계치를 검출하는 주임계치 검출부와, 상기 부임계치 검출부 및 주임계
치 검출부의 출력을 더하여 임계치 결정레벨을 출력하는 제1 덧셈기와, 상기 위상 검출부의 검출 데이타
를 입력받아 주파수 차이를 검출하는 주파수 검출부와, 상기 위상 검출부 및 주파수 검출부의 출력을 입
력받아 이를 더하는 제2 덧셈기와, 상기 제2 덧셈기의 출력을 입력받아 디지탈 위상동기루프의 특성을 갖
도록 하는 루프필터와, 상기 루프필터의 출력을 입력받아 이에 비례하여 주파수와 위상을 변화하여 발진
하는 이산시간 발진부로 구성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장치.

청구항 2 

디지탈 재생장치에 있어서, 재생 디지탈 신호의 위상천이를 검출하는 이산시간 발진부와, 상기 이산시간 
발진부에서 검출된 값에따라 재생 디지탈 신호를 보간하는 보간부와, 상기 보간부의 출력을 인가받아 데
이타 복원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제거하는 적응형 등화기를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디스크의 데이타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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