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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출력신호의 부호와 절대값을 이용하여 그 동작을 제어하는적응형 등화기

요약

개시된 적응형 등화기는, 입력되는 RF 입력신호를 등화한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FIR필터, 출력신호의 부호를 검출하

는 부호검출기, 출력신호의 절대값을 산출하는 절대값산출기, 부호 및 절대값을 이용하여 오차값을 산출하는 레벨오

차검출부, 및 오차값에 기초하여 상기 FIR필터의 계수값을 산출하는 계수산출기를 갖는다. 레벨오차검출부는, 출력신

호가 제공되는 디코더의 채널특성 모델에서 요구되는 기준레벨 중 어느 하나의 값을 갖는 출력신호의 판별레벨을 검

출하며, 이 판별레벨과 출력신호의 실제레벨간의 차인 오차값을 산출한다. 신호의 부호와 함께 신호의 값도 오차값 

산출에 사용하므로 오차값 산출시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적응형, 등화기, 광디스크, 오차, 레벨, 계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적응형 등화기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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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등화기가 적용되는 광디스크 시스템의 일 부분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도 2의 PRML블록의 상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의 블록도,

도 5는 DVD RF신호의 개안도(Eye Diagram),

도 6은 광학적 채널모델 PR(a,b,b,a)에서의 RF신호의 개안도(Eye Diagram),

도 7은 도 5와 도 6에 도시된 각 신호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을 도시한 정규화 그래프, 그리고

도 8a 내지 도 8e는 레벨오차결정부의 오차 결정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8 : PRML블록 46 : 비터비디코더

100 : 적응형 등화기 110 : FIR필터

120 : 오차검출부 122 : 부호검출기

124 : 절대값산출기 126 : 탭지연회로

128 : 레벨오차검출부 130 : 계수산출기

140 : 계수재초기화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응형 등화기 및 적응형 등화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입력되는 신호를 디코더에서 요구

되는 신호의 레벨로 등화시키기 위한 적응형 등화기 및 이러한 등화기에 의해 수행되는 적응형 등화방법에 관한 것이

다.

시간에 따라 그 특성이 계속 변하는 채널을 통해 입력된 입력신호를 원하는 형태로 등화하기 위해서는, 입력신호를 

등화하는 FIR필터를 채용한 등화기(Equalizer)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도 1은 FIR필터를 사용하는 종래의 적응형 등화기의 블록도로서, 특히 EP1014363호 "Reproducing Apparatus"에 

개시된 고속 광디스크시스템용 적응형 등화기를 도시한 도면이다. 종래의 적응형 등화기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FIR필터(10), 영점검출기(Zero Detector)(14), 탭지연회로(Tap Delay Circuit)(16), 일시결정부(Temporary Decisi

on)(12), 및 계수산출기(Coefficient Calculator)(18)를 가지고 있다.

FIR필터(10)는 입력신호를 등화하여 등화된 출력신호를 생성한다. 광디스크 시스템에서는 이 입력신호는 픽업에 의

해 DVD나 CD 등과 같은 디스크로부터 읽혀진 RF신호이다. FIR필터(10)가 출력하는 출력신호는 비터비디코더(도시

되지 않음)에 제공된다.

영점검출기(14)는 FIR필터(10)에 의해 출력되는 등화된 출력신호의 영점값을 검출한다. 이때, 영점검출기(14)는 등

화된 출력신호의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우 그 검출레벨의 값으로서 '1'을 출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검

출레벨의 값으로서 '0'을 출력한다.

탭지연회로(16)는 영점검출기(14)에 의해 검출된 영점검출신호를 지연시켜 일련의 영점검출값을 생성한다. 즉, 탭지

연회로(16)는 영점검출기(14)가 생성한 '0' 또는 '1'의 값을 지연소자를 이용하여 지연시켜 일련의 영점검출값(예컨데

, 01000100010)을 생성한다.

일시결정부(12)는 탭지연회로(16)로부터 영점검출값을 입력받고 또한 FIR필터(10)로부터 등화된 출력신호를 입력받

는다. 일시결정부(12)는 영점검출값과 등화된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등화된 출력신호의 오차값을 결정한다. 즉, 일시

결정부(12)는 일련의 영점검출값을 통해서 FIR필터(10)가 출력하는 출력신호의 레벨을 검출하고, 이 검출된 레벨과 

실제로 FIR필터(10)가 출력하는 신호의 레벨과의 차를 구하여 오차값을 연산한다.

계수산출기(18)는 일시결정부(12)로부터 오차값을 입력받고 또한 FIR필터(10)로부터 입력신호가 소정 시간 지연된 

신호를 입력받는다. 계수산출기(18)는 오차값, 지연된 입력신호, 및 현재의 FIR필터(10)의 계수값을 이 용하여 FIR필

터(10)에 입력될 새로운 계수값을 산출한다. 이때, 계수산출기(18)는 오차값과 지연된 입력신호에 LMS(Least Mean 

Square)알고리즘을 적용하여 FIR필터(10)가 필요로하는 계수값을 산출하며, 산출된 계수값을 FIR필터(10)에 공급한

다.

FIR필터(10)는 계수산출기(18)가 생성한 계수값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필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FIR필

터(10)는 입력신호를 원하는 출력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로 등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종래의 적응형 등화기에서는, 일시결정부(12)가 오차값을 구하기 위하여 영점검출값과 등화된 출력신

호를 이용한다. 따라서, 영점검출값의 정확도에 의해 오차값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적응형 등화기에서는, 영점검출기(14)가 단순히 등화된 출력신호의 부호만을 고려하여 

부호가 변화되는 시점을 영점으로 판단하므로, 영점검출기(14)에 입력되는 신호의 변화가 많은 경우에는 영점검출기

(14)의 영점검출시 오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데, 입력신호에 잡음이 많이 섞이거나 입력신호에 위상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입력신호가 전송되는 채

널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력신호에 원하지 않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력신호에 섞인 잡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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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입력신호의 레벨이 영점 근처에서 빈번하게 변화될 경우에는 영점검출기(14)의 출력신호가 '1'을 출력하게 되어

일시결정부(12)의 오차값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계수산출기(18)의 오동작을 유발하게 

되어 등화기 전 체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입력신호의 열화는 심지어는 계수값의 발산을 야기하여 시스템의 동작에 심각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광디스크 시스템과 같이 순간적인 신호의 열화가 빈번한 시스템에서는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적응형 등화기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광디스크 시스템의 신호의 왜곡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광디스크 표면에 지문(Fingerprint)이 묻어서 생기거나 또는 광디스크 표면

에 이물질이 묻어서 생긴다. 또한, 디스크의 특정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영역이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같이 RF신호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입력신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신호가 적응형 등화기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등화기의 계수값의 발산하게 되므로,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입력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계수값으로 복귀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정상적인 계

수값으로 복귀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을 고려하여, 오차값 산출상의 신뢰도가 높아 등화동작의 성능이 보다 향상된 적응형

등화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입력신호의 열화에 의해 등화기의 계수값이 발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안정적

인 동작 상태로 복귀될 수 있는 적응형 등화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는, 입력되는 RF 입력신호를 등화하여 등화된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FIR필터; 상기 출력신호의 부호를 검출하는 부호검출기; 상기 출력신호의 절대값을 산출하는 절대값산출기;

상기 부호 및 상기 절대값을 이용하여 상기 출력신호가 제공되는 디코더의 채널특성 모델에서 요구되는 기준레벨 중 

어느 하나의 값을 갖는 상기 출력신호의 판별레벨을 검출하고, 상기 판별레벨과 상기 출력신호의 실제레벨간의 차인 

오차값을 산출하는 레벨오차검출부; 및 상기 오차값에 기초하여 상기 FIR필터의 계수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계

수값을 상기 FIR필터에 제공하는 계수산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판별레벨 검출 대상이 되는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

력된 소정 개수의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판별레벨을 검출한다.

이때,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의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부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상기 대상신호가 상기 기준레벨 중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의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크기가 소정의 문턱값보다 

큰 경우에 상기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소정 개수의 신호들 중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부호가 상호 상

이한 경우, 상기 대상신호가 상기 기준레벨 중 중간의 크기를 갖는 값 및 제로값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

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 상기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크기를 상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판별레벨을 판

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는, 상기 계수값에 기초하여 상기 FIR필터의 이득의 발산 여부를 판별하며, 발산

하는 것으로 판별시 이상검출신호를 상기 계수산출기에 제공하는 계수재초기화부;를 구비한다. 상기 계수산출기는 

상기 이상검출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계수값을 소정의 초기값으로 설정하여 상기 FIR필터에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신호의 부호와 함께 신호의 값도 오차값 산출에 사용한다. 따라서, 오차값 산출시의 신뢰도가 높아

진다.

또한, FIR필터의 DC이득이 발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계수재초기화부가 FIR필터의 계수를 안정된 값으로 초

기화시키므로 적응형 등화기의 안정된 동작이 보장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에 의해 수행되는 적응형 등화방법이 제공된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서는 발명에 따른 등화기가 고속 광디스크 시스템에 적용된 예를 설명하며, 특히 디스크로부

터 재생되어 입력된 입력신호가 비터비디코더(Viterbi Decoder)에서 요구되는 신호레벨을 갖는 신호가 되도록 등화

시키는 데 에 적용된 예를 설명한다.

광디스크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DVD나 CD 등과 같은 디스크(32)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픽업(

34), 픽업(34)이 읽어들인 신호를 RF신호로 변화시키는 RF블록(36), RF블록(36)이 출력하는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DP(Data Processor)블록(40), 및 RF블록(36)에서 출력되는 RF신호의 비트에러율(BER : bit error rate)을 개선하

여 DP블록(40)에 전달하는 PRML(Partial Response Maximum Likelihood)블록(38)을 가지고 있다.

PRML블록(38)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RF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ADC(Analog-to-Digital Convert

er)(42), RF신호의 DC성분을 제거하는 DC제거부(44), DC성분이 제거된 디지털 RF신호를 등화시키는 등화기(100),

및 등화기(100)에서 등화된 신호를 디코딩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비터비디코더(46)를 가지고 있다. 등화기(100)는 

입력된 RF신호를 비터비디코더(46)가 요구하는 신호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로 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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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100)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10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FIR필터(110), 오차검출부(Error Detection Part)(120), 계수산출기(Coefficient Calculator)(130), 및 계수재

초기화부(Coefficient Re-initialization Part)(140)를 가지고 있다. 오차검출부(120)는 부호검출기(Sign Detector)(1

22), 절대값산출기(Absolute Value Calculator)(124), 탭지연회로(Tap Delay Circuit)(126), 및 레벨오차결정부(Le

vel Error Decision)(128)로 구성되어 있다.

FIR필터(110)는 입력되는 RF 입력신호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등화하여 등화된 출력신호를 생성한다. FIR필터(1

10)의 등화동작의 특성은 계수산출기(130)로부터 입력되는 계수값에 의해 결정된다. FIR필터(110)가 출력하는 출력

신호는 비터비디코더(46)에 제공된다.

부호검출기(122)는 FIR필터(110)로부터 출력되는 등화된 출력신호의 부호를 검출한다. 즉, 부호검출기(122)는 등화

된 출력신호의 부호가 양(positive)이면 '1'을 출력하고 음(negative)이면 '-1'을 출력한다. 출력신호의 부호는, 입력

되는 디지탈 신호의 최상위 비트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검출될 수 있다.

절대값산출기(124)는 등화된 출력신호의 절대값을 산출한다.

탭지연회로(126)는 부호검출기(122)에 의해 검출된 신호의 부호값과 절대값산출기(124)가 산출한 신호의 절대값을 

지연시켜, 일련의 부호값과 일련의 절대값을 생성한다.

레벨오차결정부(128)는 탭지연회로(126)가 출력하는 일련의 부호값과 일련의 절대값 및 FIR필터(110)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은 방법에 따라 신호의 오차값을 결정한다.

계수산출기(130)는 레벨오차결정부(128)로부터 오차값을 입력받으며, 이를 이용하여 FIR필터(110)의 새로운 계수

값을 산출한다. 산출된 계수값은 FIR필터(110)와 계수재초기화부(140)에 제공된다.

계수재초기화부(140)는 계수산출기(130)가 산출한 새로운 계수값을 이용하여 FIR필터(110)의 이득에 이상이 있는

지를 판단한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수재초기화부(140)는 FIR필터(110)의 계수를 안정된 값으

로 초기화하기 위한 이상검출신호를 계수산출기(130)로 출력한다.

이하에서는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100)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100)는 도 5과 같은 특성을 갖는 입력신호(DVD의 RF신호)를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

은 비터비디코더(46)가 요구하는 형태인 광학적 모델 PR(a,b,b,a)에서의 RF신호로 변환하여, 낮은 오류율로 입력 RF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킨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VD플레이어 내의 픽업(34)에 의해 읽혀져 FIR필터(110)에 입력되는 입력신호는 도 5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도 5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력신호는 그 값에 따라 신호레벨이 상이하며, 이때 그 신호레벨은 디스크(32)의 물리적

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도 6은 비터비디코더(46)가 요구하는 신호의 특성을 도시하고 있다. 비터비디코더(46)가 요구하는 신호레벨은 그 특

성에 따라 수학적으로 모델링되며, 도 6은 광학적 채널모델 PR(a,b,b,a)에 따른 기준레벨을 도시한 것이다. 채널모델 

PR(a,b,b,a)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F(z) = a + bz + bz 2 + az 3

도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터비디코더(46)가 요구하는 신호레벨은 +MAX, +MID, ZERO, -MID, -MAX의 다

섯가지 종류의 기준레벨로 구성된다. 이때, MID레벨과 MAX레벨의 크기를 각각 x와 y라 하면,

x : y = b : (a+b)

의 관계가 있다.

입력되는 DVD RF신호와 PR(a,b,b,a)모델에서의 RF신호의 특성차이를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한 그래프가 도 7에 나

타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등화기(100)의 기능은, 도 5에서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DVD RF신호의 특성을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PR(a,b,b,a)모델에서의 RF신호의 특성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오차검출부(120)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신호의 부호값과 이들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FIR필

터(110)의 출력신호의 레벨과 PR(a,b,b,a)모델에서의 신호의 레벨의 오차값을 검출한다.

도 8a 내지 도 8e는 레벨오차결정부(128)의 오차 결정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오차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FIR필터(110)의 출력신호의 레벨이 상기와 같은 다섯 개의 신호레벨(+MAX, +MID

, ZERO, -MID, -MAX) 중 어느 레벨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FIR필터(110)의 출력신호 내의 

샘플링된 각각의 출력신호의 레벨을 다섯 개의 샘플링된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즉, 레벨 검출 대상이 되는 

출력신호의 레벨을 구하기 위해서, 검출대상 출력신호와 그 이전의 두 샘플링된 출력신호 및 그 이후의 두 샘플링된 

출력신호를 이용한다.

이때, 레벨오차검출부(128)는, 검출대상이 되는 대상신호 및 대상신호의 바 로 이전 및 바로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부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 대상신호가 기준레벨 중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레벨오차검출부(128)는, 대상신호 및 대상신호의 바로 이전 및 바로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크기가 소정의 문턱값보다 큰 경우에만,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레벨오차검출부(128)는, 대상신호 및 그 이전과 이후에 입력된 소정 개수의 신호들 중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부호가 상호 상이한 경우, 대상신호가 기준레벨 중 중간의 크기를 갖는 값 및 제로값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별레

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중간의 크기를 갖는 값인지 혹은 제로값인지의 여부는,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크기

를 상호 비교한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이를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8a 내지 도 8e에는, 검출대상이 되는 출력신호가 'c'로 표기되어 있고, 검출대상이 되는 출력신호(c) 이전에 샘플

링된 두 신호가 각각 'd'와 'e'로, 그리고 검출대상이 되는 출력신호(c) 이후에 샘플링된 두 신호가 각각 'a'와 'b'로 표

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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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출대상이 되는 신호(c)가 -MAX의 신호레벨을 갖는 경우에는 주변의 두 신호(b 및 d)의

부호가 모두 음(-)이며, 또한, 주변의 두 신호(b 및 d)의 값이 모두 음의 문턱값(-Th : minus Threshold value)보다 

작다는 것(즉, 두 신호(b 및 d)의 절대값이 모두 문턱값(Th)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sgn은 신호의 부호를 나타내고 abs는 신호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sgn(b) = sgn(c) = sgn (d) = -1} {abs(b) > Th} {abs(c) > Th} {abs(d) > Th}

따라서, 검출대상이 되는 신호(c)를 포함한 다섯 개의 신호의 상태가 상기 식에 해당되면 검출대상신호(c)는 -MAX의

판별레벨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신호의 문턱값(Th)과 신호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은, 잡음에 의해 부가

된 신호를 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통상적으로 잡음신호는 그 절대값이 소정의 문턱값보다 작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도 8b 내지 도 8e에는 검출대상신호(c)의 레벨이 각각 -MID, ZERO, +MID, +MAX로 판정하

는 조건이 수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도 8b에 따르면, 출력신호의 상태가

Case 1 : {sgn(a) = +1} {sgn(b) = -1} {abs(a) > abs(b)}

Case 2 : {sgn(b) = +1} {sgn(c) = -1} {abs(b) < abs(c)}

Case 3 : {sgn(c) = -1} {sgn(d) = +1} {abs(c) > abs(d)}

Case 4 : {sgn(d) = -1} {sgn(e) = +1} {abs(d) < abs(e)}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는 -MID의 판별레벨을 갖는 신호라고 판단한다. 도 8b에는 이러한 Case들 중 Case 4에

해당되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8c에 따르면, 출력신호의 상태가

Case 1 : {sgn(c) ≠sgn(d) {abs(c) < abs(d)}

Case 2 : {sgn(b) ≠sgn(c) {abs(b) > abs(c)}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는 ZERO의 판별레벨을 갖는 신호라고 판단한다. 도 8c에는 이러한 Case들 중 Case 1에

해당되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8d에 따르면, 출력신호의 상태가

Case 1 : {sgn(a) = -1} {sgn(b) = +1} {abs(a) > abs(b)}

Case 2 : {sgn(b) = -1} {sgn(c) = +1} {abs(b) < abs(c)}

Case 3 : {sgn(c) = +1} {sgn(d) = -1} {abs(c) > abs(d)}

Case 4 : {sgn(d) = +1} {sgn(e) = -1} {abs(d) < abs(e)}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는 +MID의 판별레벨을 갖는 신호라고 판단한다. 도 8d에는 이러한 Case들 중 Case 2에

해당되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8e에 따르면, 출력신호의 상태가

{sgn(b) = sgn(c) = sgn (d) = -1} {abs(b) > Th} {abs(c) > Th} {abs(d) > Th}

에 해당되면 이는 +MAX의 판별레벨을 갖는 신호라고 판단한다.

오차검출부(120) 내의 레벨오차검출부(128)는 상기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 FIR필터(110)의 출력신호의 레벨과 

FIR필터(110)의 실제 출력신호의 레벨과의 차를 구함으로써 매 데이터의 오차값을 구한다.

계산된 오차값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되는 LMS(Least Mean Square) 적응형 등화 알고리즘(Adaptive Equalizati

on Algorithm)에 의해, 계수산출기(130)에서 새로운 계수값을 구하는 데에 이용된다.

W k+1 = W k + 2μεX k

(여기에서, W k+1 은 FIR필터의 새로운 계수값,

W k 은 FIR필터의 현재의 계수값,

X k 은 FIR필터의 현재의 입력값,

ε은 레벨 오차값, 그리고

μ은 등화이득(Adaptation Gain)이다.)

신출된 계수값은 FIR필터(110)에 제공되며, 이에 따라 FIR필터(110)는 PR(a,b,b,a)모델의 비터비디코더(46)에 최적

화된 신호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를 출력하도록 그 특성이 제어된다.

계수재초기화부(140)는 계수산출기(130)가 계산한 모든 계수를 검사하여, FIR필터(110)의 DC이득이 너무 크거나 

작아지는 경우를 검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적응형 등화기(100)가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한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라

, 계수재초기화부(140)는 FIR필터(110)의 계수가 안정된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도록 재초기화하며, 이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극복된다.

이때, FIR필터(110)의 DC이득은 FIR필터(110)에 입력되는 모든 계수값을 더함으로써 간단하게 구해질 수 있다. FIR

필터(110)의 계수의 초기화는, 계수재초기화부(140)가 이상 검출 신호를 계수산출기(130)에 전송하여 계수산출기(1

30)가 FIR필터(110)로 출력하는 계수값을 안정된 초기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단순히 입력신호의 부호만을 고려하여 입력신호의 영점을 판별하는 종래의 적응형 등화기와는 달

리, 신호의 부호와 함께 신호의 값도 오차값 산출에 사용한다. 따라서, 오차값 산출시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한, 계수산출기(130)에서 계산된 모든 FIR필터(110)의 계수값을 고려하여, FIR필터(110)의 DC이득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적응형 등화기(100)가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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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계수재초기화부(140)가 FIR필터(110)의 계수를 안정된 값으로 초기화시키므로 적응형 등화기

(100)의 안정된 동작이 보장된다.

따라서, 본 발명을 적용한 광디스크용 PRML블록(38)은 입력되는 RF신호를 디지탈 값으로 변화시킬때 낮은 BER(Bit

Error Rate)을 가지며 또한 광디스크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

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RF 입력신호를 등화하여 등화된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FIR필터;

상기 출력신호의 부호를 검출하는 부호검출기;

상기 출력신호의 절대값을 산출하는 절대값산출기;

상기 부호 및 상기 절대값을 이용하여 상기 출력신호가 제공되는 디코더의 채널특성 모델에서 요구되는 기준레벨 중 

어느 하나의 값을 갖는 상기 출력신호의 판별레벨을 검출하고, 상기 판별레벨과 상기 출력신호의 실제레벨간의 차인 

오차값을 산출하는 레벨오차검출부; 및

상기 오차값에 기초하여 상기 FIR필터의 계수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계수값을 상기 FIR필터에 제공하는 계수산

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판별레벨 검출 대상이 되는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소

정 개수의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판별레벨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의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부호가 모두 동일

한 경우, 상기 대상신호가 상기 기준레벨 중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의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크기가 소정의 문

턱값보다 큰 경우에 상기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소정 개수의 신호들 중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부호가 상호 상이한 경

우, 상기 대상신호가 상기 기준레벨 중 중간의 크기를 갖는 값 및 제로값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오차검출부는, 상기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크기를 상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판별레벨을 판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값에 기초하여 상기 FIR필터의 이득의 발산 여부를 판별하며, 발산하는 것으로 판별시 이상검출신호를 상

기 계수산출기에 제공하는 계수재초기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산출기는 상기 이상검출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계수값을 소정의 초기값으로 설정하여 상기 FIR필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기.

청구항 9.
입력되는 RF 입력신호가 FIR필터에 의해 등화되어 출력된 출력신호의 부호 및 절대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부호 및 상기 절대값을 이용하여 상기 출력신호가 제공되는 디코더의 채널특성 모델에서 요구되는 기준레벨 중 

어느 하나의 값을 갖는 상기 출력신호의 판별레벨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판별레벨과 상기 출력신호의 실제레벨간의 차인 오차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오차값에 기초하여 상기 FIR필터의 계수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계수값을 상기 FIR필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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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단계에서는, 상기 판별레벨 검출 대상이 되는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소정 

개수의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판별레벨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단계에서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의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부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 상기 대상신호가 상기 기준레벨 중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단계에서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대상신호의 이전 및 이후에 각각 입력된 두 신호의 크기가 소정의 문턱

값보다 큰 경우에 상기 최대의 크기를 갖는 값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적응형 등화방법.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단계에서는, 상기 대상신호 및 상기 소정 개수의 신호들 중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부호가 상호 상이한 경우,

상기 대상신호가 상기 기준레벨 중 중간의 크기를 갖는 값 및 제로값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기 판별레벨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단계에서는, 상기 이웃한 두 개의 신호의 크기를 상호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판별레벨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등화방법.

청구항 15.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값에 기초하여 상기 FIR필터의 이득의 발산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상기 판별단계에서 발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상검출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적응형 등화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검출신호가 출력되는 경우 상기 계수값을 소정의 초기값으로 초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적응형 등화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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