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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탈 기호 타이밍 복구 회로망을 포함하는 데이타스트림 처리 장치 및 방법

(57) 요약

지상 방송 고화질 텔레비젼 정보를 포함하는 VSB 변조 신호를 처리하는 수신기는 디지탈 데이타스트림을 발생하는 입력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9)를 포함한다. 기호 타이밍 복구 및 세그먼트 동기 복구 회로망(24)은 디지탈 변환기(19)용으

로 적당한 타이밍 샘플링 클럭을 발생한다. 기호 타이밍 복구는 적응 채널 이퀄라이저(34)로부터의 등화 신호에 응답하는,

세그먼트 동기 복구 발생기(328)으로부터의 출력에 응답하는 위상 검출기(310)를 포함한다. 제어 오실레이터(336)는 디

지탈 변환기용 샘플링 클럭을 발생한다. 제어 회로망(340, 344, 348)은 기호 타이밍 포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목표한 선

형 동작을 유지하도록 오실레이터의 주파수 범위를 편이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720324

- 1 -



청구항 1.

이미지 표시 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데이타스트림을 처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등화 이전의 상기 수신 신호 및 상기 수신 신호의 복구 동기 성분에 응답하여 기호 샘플링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호 타

이밍 복구 회로망(310, 334, 336)과,

상기 수신 신호에 응답하여 등화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채널 이퀄라이저(34)와,

상기 등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구 동기 성분을 발생시키기 위한 동기 복구 회로망(320, 324, 328, 330)

을 포함하고,

상기 수신 신호는 기호 배열로 표시된 고화질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잔류 측파대(VSB : Vestigial Sideband) 변조 신

호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는 관련된 세그먼트 동기 성분을 갖는 복수의 데이타 세그먼트를 시작하는 필드 동기 성분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타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데이타 프레임 포맷을 가지며,

상기 복구 동기 성분은 상기 세그먼트 동기 성분인 것인 수신 데이타스트림 처리 장치.

청구항 2.

이미지 표시 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데이타스트림을 처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의 복구 동기 성분에 응답하여 기호 샘플링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호 타이밍 복구 회로망(310, 334,

336)과,

상기 수신 신호에 응답하여 등화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채널 이퀄라이저(34)와,

상기 등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구 동기 성분을 발생시키기 위한 동기 복구 회로망(320, 324, 328, 330)과,

상기 수신 신호 및 샘플링 타이밍 신호(CLK)에 응답하는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19) 및 상기 변환기로부터의 출력 신호

에 응답하여 복조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복조기(22)를 포함하는 입력 회로망

을 포함하고,

상기 채널 이퀄라이저는 상기 복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등화 신호를 발생시키며,

상기 수신 신호는 기호 배열로 표시된 고화질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잔류 측파대(VSB : Vestigial Sideband) 변조 신

호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는 관련된 세그먼트 동기 성분을 갖는 복수의 데이타 세그먼트를 시작하는 필드 동기 성분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타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데이타 프레임 포맷을 가지며,

상기 복구 동기 성분은 상기 세그먼트 동기 성분이며,

상기 동기 복구 회로망은 상기 복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동기 성분을 복구하고 추가로 상기 등화 신호에 응답하며,

상기 기호 타이밍 복구 회로망은 상기 복조 신호 및 상기 복구 동기 성분에 응답하여 상기 샘플링 타이밍 신호를 발생시키

는 것인 수신 데이타스트림 처리 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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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표시 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데이타스트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를 채널 등화하는 단계와,

상기 등화 단계에 의해 발생된 등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 신호의 동기 성분을 복구하는 단계와,

상기 등화 단계 이전에 발생된 전(pre) 등화 신호 및 상기 동기 복구 단계에 의해 발생된 복구 동기 성분에 응답하여 기호

샘플링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 신호는 기호 배열에 의해 표시된 고화질 비디오 데이타를 포함하는 잔류 측파대(VSB) 변조 신호를 포함하고, 상

기 데이타는 관련된 세그먼트 동기 성분을 갖는 복수의 데이타 세그먼트를 시작하는 필드 동기 성분을 포함하는 연속 데이

타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데이타 프레임 포맷을 가지며,

상기 수신 동기 성분은 상기 세그먼트 동기 성분에 대응하는 것인 수신 데이타스트림 처리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기호 타이밍 복구 회로망(digital symbol timing recovery network)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호 형태로 디지탈 정보를 전달하는 변조 신호로부터의 데이타 복구는 수신기에서 3가지 기능 즉, 기호 동기

용 타이밍 복구 기능과, 캐리어 복구(베이스밴드에 대한 주파수 복조) 기능과, 채널 등화 기능을 필요로 한다. 타이밍 복구

는 수신기 클럭(타임베이스)이 송신기 클럭에 동기화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타이밍 복구 프로세스에 의해 수신 신호는

수신된 기호값의 결정 지시 처리에 관련된 슬라이싱 에러(slicing error)를 감소시키기 위해 때를 맞춰 최적점에서 샘플링

될 수 있다. 캐리어 복구는 주파수가 저부 중간 주파수 패스밴드(예를 들면, 베이스밴드 근처)에서 주파수 다운(down) 변

환된 후, 수신된 RF 신호가 변조 베이스밴드 정보의 복구를 허용하도록 베이스밴드에 주파수 편이된 프로세스이다. 적응

채널 등화는 신호 전송 채널의 상태 변경 및 외란을 보상하는 프로세스이다. 전형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필터를 사용해서

전송 채널의 주파수 의존 시간 변형 특성으로 인한 진폭 및 위상 왜곡을 제거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기호 타이밍 복구는 국부 채널 이퀄라이저로부터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는 세그먼트 동기 검출기

와 기호 타이밍 복구 회로망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향상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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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에서, 지상 방송 아날로그 입력 HDTV 신호는 무선 주파수(RF) 튜닝 회로(14)를 포함하는 입력 회로망 및 IF 패스밴드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이중 변환 튜너를 포함하는 중간 주파수(IF) 프로세서(16) 및 적당한 자동 이득 제어(AGC) 회로에

의해 처리된다. 본 실시예에서, 수신된 신호는 그랜드 얼라이언스에 의해 제안되고 미합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택된 캐

리어 억압 다중 레벨 8 VSB 변조 신호(carrier suppressed multi-level 8-VSB modulated signal)이다. 이러한 VSB

(vestigial sideband) 신호는 단지 한 축이 수신기에 의해 복구될 양자화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일차원 데이타 기호 배열로

표시된다. 도면을 간단화하기 위해, 도시된 기능 블럭을 클럭하는 신호들은 도시되어 있지 않다.

1994년 4월 14일에 제출된 그랜드 얼라이언스 HDTV 시스템 명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SB 전송 시스템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규정된 데이타 프레임 포맷을 가진 데이타를 전달한다. 억압된 캐리어 주파수에서의 파일럿 소 신호

(pilot signal)는 전송된 신호에 추가되어, VSB 수신기에서 캐리어 로크(carrier lock)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 2와

관련해서, 각 데이타 프레임은 2개의 필드를 포함하고, 각 필드는 832개 다중 레벨 기호의 313개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각

필드의 제1 세그먼트는 필드 동기 세그먼트라 칭해지고, 나머지 312개 세그먼트는 데이타 세그먼트라 칭해진다. 전형적으

로, 데이타 세그먼트는 MPEG 호환가능한 데이타 패킷을 포함한다. 각 데이타 세그먼트는 828개 데이타 기호가 잇따르는

4개의 기호 세그먼트 동기 성분을 포함한다. 각 필드 세그먼트는 선정된 511개 기호 의사 난수(PN : pseudorandom

number) 시퀀스 및 3개의 선정된 63개 기호 PN 시퀀스를 포함하는 필드 동기 성분이 잇따르는 4개의 기호 세그먼트 동기

성분을 포함하고, 3개의 선정된 63개 기호 PN 시퀀스 중 중간 시퀀스는 연속하는 필드에서 반전된다. VSB 모드 제어 신

호(VSB 기호 배열 크기를 정함)는 최종 63개 PN 시퀀스 다음에 이어지고, 최종 63개 PN 시퀀스 다음에는 96개 예비 기호

및 이전 필드로부터 복사된 12개 기호가 잇따른다.

도 1에서, 중간 주파수 프로세서(16)으로부터의 패스밴드 IF 출력 신호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 : 19)에 의해 디지

탈 기호 데이타스트림으로 변환된다. ADC(19)로부터의 출력 디지탈 데이타스트림은 복조기/캐리어 복구 회로망(22)에 의

해 베이스밴드에서 복조된다. 이것은 수신된 VSB 데이타스트림에서 소 참조 파일롯 캐리어에 응답하여 위상 동기 루프

(phase locked loop)에 의해 행해진다. 복조기/캐리어 복구 회로망(22)은 출력 I 위상 복조 기호 데이타 스트림을 발생한

다. 복조기/캐리어 복구 회로망(22)은 그랜드 얼라이언스 시스템 명세서에서 설명된 형태 또는 1998년 8월 26일자로 출원

된 T.J. 왕(T.J. Wang)의 계류중인 US 특허 출원 번호 제09/140,257호에 설명된 형태의 복조기가 포함될 수 있다.

ADC(19)는 본 발명에 따른 세그먼트 동기 발생기 및 기호 클럭 복구 회로망(24)에 관련된다. 회로망(24)은 수신된 랜덤

데이타로부터 각 데이타 프레임의 반복 데이타 세그먼트 동기 성분을 복구한다. 세그먼트 동기는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19)에 의해 샘플링되는 데이타스트림 기호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예를 들면, 10.76 Msymbols/sec의 적당한 위상 클럭을

재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 이후 도 3 및 도 4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회로망(24)은 4개의 기호 상관 기준 패턴 및

관련된 기호 데이타 상관기를 사용하여 세그먼트 동기를 검출한다.

필드 동기 검출기(28)는 모두 수신된 데이타 세그먼트를 수신기의 메모리에 저장된 이상 필드 기준 신호(ideal field

reference signal)와 비교함으로써 데이타 필드 동기 성분을 검출한다. 필드 동기화에 추가하여, 필드 동기 신호는 적응 채

널 이퀄라이저(34)에 트레이닝 신호(training signal)를 공급한다. NTSC 공동-채널 간섭 검출 및 제거는 NTSC 공동-채

널 간섭 검출기(30)에 의해 실행된다. 나중에, 신호는 블라인드(blind) 및 순차 결정 지시 모드로 동작하는 채널 이퀄라이

저(34)에 의해 적합하게 등화된다. 이퀄라이저(34)는 그랜드 얼라이언스 HDTV 시스템 명세서 및 1995년 8월자 더블류.

브레틀 등(W. Bretl et al.)의 "그랜드 얼라이언스 디지탈 텔레비젼 수신기용 VSB 모뎀 서브시스템 디자인(VSB Modem

Subsystem Design for Grand Alliance Digital Television Receivers)"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

의 논문에 설명된 형태일 수 있다. 또, 이퀄라이저(34)는 시유 등(Shiue et al)의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9/

102,885호에 설명된 형태일 수 있다. 이퀄라이저(34)의 출력은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이 회로망(24)의 동작을 돕는다.

이퀄라이저(34)는 채널 왜곡을 보정하지만, 위상 노이즈는 무작위적으로 기호 배열을 회전시킨다. 위상 트랙킹 루프(36)

는 이퀄라이저(34)로부터의 출력 신호에서 잔류 위상 및 게인 노이즈(gain noise)를 제거하고, 파일럿 신호에 응답하여 선

행하는 캐리어 복구 회로망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위상 노이즈를 포함한다. 그 다음, 위상 보정 신호는 잘 알려진 절차를

사용하는 트렐리스 디코더(40)에 의해 트렐리스(trellis) 디코드되고, 데이타 디인터리버(42)에 의해 디인터리브되며(de-

interleave) 리드-솔로몬 디코더(44)에 의해 보정된 리드-솔로몬 에러(Reed-Solomon error) 및 디스크램블러(46)에 의

해 디스크램블된다. 나중에, 디코드된 데이타스트림은 오디오,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 프로세서(50)에 의한 오디오,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의 처리에 영향을 받는다. 본 발명에 따라 수정된 바와 같이, 타이밍 복구 회로망(24)을 제외한 도1의 기능

블럭은 1994년 4월 4일의 그랜드 얼라이언스 HDTV 시스템 명세서 및 상기 브레틀 등의 논문에서 설명된 형태의 회로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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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복조기 및 캐리어 복구 회로망(22)에서의 복조는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캐리어 복구를 달성하도록 자동 위상 제

어(APC : automatic phase control) 루프에 의해 실행된다. 위상 동기 루프는 초기 포착용 기준로서 파일럿 성분 및 위상

포착용 정상 위상 검출기를 사용한다. 파일럿 신호는 수신된 데이타스트림에 삽입되고, 랜덤 노이즈형 패턴을 나타내는 데

이타를 포함한다. 랜덤 데이타는 본질적으로 복조기 APC 루프의 필터링 작용에 의해 무시된다. ADC(19)에 입력되는

10.76 Msymbols/sec 입력 신호는 5.38 MHz에서의 VSB 주파수 스펙트럼의 중앙 및 2.69 MHz에 위치한 파일롯 성분을

갖는 근접 베이스밴드 신호이다. 회로망(22)으로부터 복조된 데이타스트림에서, 파일롯 성분은 DC로 주파수 다운 편이된

다. 복조된 데이타스트림은 도 3의 도면에서 상세히 도시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 동기 및 기호 클럭 타이밍 복구 회로망(24)

에 인가된다. 반복적인 데이타 세그먼트 동기 펄스가 수신된 데이타스트림의 랜덤 데이타 패턴으로부터 복구될 때, 세그먼

트 동기를 사용하여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9)의 샘플링 동작을 제어하는 클럭을 샘플링하는 적당한 위상 기호 레이트

를 발생시킴으로써 상응하는 기호 타이밍을 달성한다.

도 4는 그랜드 얼라이언스 HDTV 명세서에 따라 8-VSB 변조된 지상 방송 신호에 대해 관련된 세그먼트 동기를 갖는 8개

레벨(-7 에서 +7) 데이타 세그먼트의 일부를 도시한다. 세그먼트 동기는 각 데이타 세그먼트의 시작 부분에서 발생하고 4

개의 기호 간격을 점유한다. 세그먼트 동기는 +5에서 -5까지인 세그먼트 동기 펄스의 진폭 레벨에 대응하여 패턴 1, -1,

-1, 1로 정해진다.

4개의 기호 세그먼트 동기는 832개 기호마다 발생하지만, 데이타가 랜덤 노이즈형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복조된 VSB 디

지탈 데이타스트림에 배치하기 어렵다. 이들 조건하에서 세그먼트 동기를 복구시키기 위해, 복조된 I 채널 데이타스트림은

데이타 보상기의 한 입력에 인가되고, 1, -1, -1, 1 특징을 갖는 기준 패턴은 복조된 데이타와 비교하여 상기의 기준 입력

에 인가된다. 상관기는 832개 기호마다 기준 패턴과 일치하는 보강을 발생한다. 보강된 데이타 사건은 상관기에 결합된 누

적기에 의해 누적된다. 간섭하는 랜덤(비보강) 상관은 보강된 상관 세그먼트 동기 성분에 비례하여 사라진다. 이 절차는 잘

공지되어 있다. 이 방법으로 세그먼트 동기 데이타를 복구하는 회로망은, 예를 들면 상기 그랜드 얼라이언스 HDTV 명세

서 및 브레틀 등의 논문에 공지되어 있다.

도 3은 세그먼트 동기 및 타이밍 복구 회로망(24)의 상세도이다. 회로망(22)으로부터의 출력 데이타스트림은 위상 검출기

(310)의 한 신호 입력 및 스위치(318)에 인가된다. 스위치(318)는 세그먼트 동기 복구 경로에서 회로망(22)으로부터의 출

력 신호 또는 이퀄라이저(34)로부터의 출력 신호 중 하나를 832개 기호 상관기(320)로 전달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위상 검출기(310)의 다른 신호 입력은 상관기(320)를 포함하는 세그먼트 동기 복구 경로에서 세그먼트 동기 발생기(328)

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수신한다. 상관 기준 패턴 발생기(330)는 상관기(320)의 기준 입력 및 세그먼트 통합기 및 누적기

(324)에 결합한다. 기준 패턴 발생기(330)는 1, -1, -1, 1 세그먼트 동기 기준 패턴(도 4 참조)을 제공한다.

상관기(320)로부터의 출력은 세그먼트 통합기 및 누적기(324)에 의해 통합되어 누적된다. 세그먼트 동기 발생기(328)는

선정된 임계를 갖는 비교기를 포함하고, 세그먼트 동기 인터벌에 대응하는 데이타스트림으로 적당한 시간에서 세그먼트

동기 성분을 발생시킴으로써 세그먼트 통합기 및 누적기(324)의 출력에 응답한다. 이것은 보강된 데이타 이벤트(세그먼트

동기 상황)의 누적이 선정된 임계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세그먼트 동기 성분의 발생은 신호가 포착됨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은 발생기(328)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타에 의해 표시된다. 이 레지스터는 상기한 바와 같이 신호 포착이 발생하는지 어

떤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어기(344)에 의해 모니터된다.

위상 검출기(310)는 타이밍 복구 기능을 수행한다. 위상 검출기(310)는 발생기(328)에 의해 발생된 세그먼트 동기의 위상

을 회로망(22)으로부터 복조된 데이타스트림에 나타나는 세그먼트 동기의 위상과 비교하고, 기호 타이밍 에러를 표시하는

출력 위상 에러 신호를 발생한다. 이 에러 신호는 10.76 MHz 전압 제어 수정 오실레이터(VCXO : voltage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 336)를 제어하는데 적합한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자동 위상 제어(APC : automatic phase control) 필

터(334)에 의해 저역 통과 필터된다. 오실레이터(336)는 ADC(19)용으로 10.76 MHz 기호 샘플링 클럭을 발생한다. 이 샘

플링 클럭은 위상 에러 신호가 APC 작용에 의해 실제로 제로가 될 때, 적당한 타이밍을 나타내어, 기호 타이밍(클럭) 복구

가 완벽해짐을 표시한다. 또, 발생기(328)에 의해 발생된 세그먼트 동기는 다른 디코더 회로 및 자동 이득 제어(AGC :

automatic gain control) 회로(도시하지 않음)에 인가된다. 필터(334)의 출력은 검출기(340)의 입력에 인가된다. 신호 동

기(포착)이 달성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동기 발생기(328)의 출력(331)은 마이크로콘트롤러(344)의 입력에 인가된다.

스위치(318)는 선택적이지만 동기 복구 경로에서 복조기(22)의 출력 또는 이퀄라이저(34)의 출력 중 하나가 상관기(320)

에 전달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스위치(318)는 적응 이퀄라이저(34)의 출력을 상관기

(320)에 연속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프로그래밍된다. 다른 동작 필요 조건을 갖는 다른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스위치(318)

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되거나 시스템이 리셋될 때 복조기(322)의 출력을 상관기(320)에 초기에 결합시키고, 선정된 시간

간격 후에 이퀄라이저(34)의 출력을 상관기(320)에 순차로 결합시키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720324

- 5 -



도 3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먼저 시스템이 먼저 작동되거나 시스템이 리셋될 때, VCO(336)은 선정된 안정 주파수에서 동

작되도록 설정된다. 이 실시예에서, 이 주파수는 선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극단(최대 또는 최소)의 주파수 값들 중 하나

에 대응한다. 이 초기 주파수는 이퀄라이저(34)가 목표한 타이밍 주파수에 아주 가까운 초기 주파수가 아닌 한 초기 주파

수를 사용함으로써 블라인드 동작 모드에서 더 빨리 집중됨이 관찰되기 때문에 목표한 기호 타이밍 주파수 또는 다수 기호

타이밍 주파수로부터 현저하게 오프셋된다. 이퀄라이저 출력이 스위치(318)를 통해 상관기(320)에 결합되면서, 이퀄라이

저(34)는 리셋되고 예를 들면, 50 밀리세컨드의 선정된(프로그램된) 시간 동안에 집중되도록 허용된다. 이 간격은 충분히

안정된 동작을 나타내도록 이퀄라이저가 필요하는 시간에 대응하도록 선택된다. 이 간격은 특별한 시스템의 필요 조건에

따라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 때, 이퀄라이저 동작이 안정될 때, 회로망(320, 324, 328 및 310)을 포함하는 위상 제

어 회로망은 리셋되고, 필터(334)를 통해 오실레이터(336)의 동작을 제어하고, 오실레이터(336)의 입력 전압(349)의 제

어가 가능하게 된다. 오실레이터(336)는 상기 초기(리셋) 선정된 주파수 조건으로 동작된다.

설명된 제어 메카니즘은 이 입력 데이타가 이퀄라이저(34)에 의해 감소 또는 제거된 다수 경로 이미지와 같은 채널 손상을

갖기 때문에, 타이밍 복구 회로망의 성능을 개선시킨다. 특히, 이 타이밍 제어 메카니즘은 강한 다중 경로 조건하에서 신호

를 포착하여 보유하도록 회로망 능력을 개선시킨다. 강한 다중 경로와 같은 종래의 조건과는 다른 조건의 존재로 세그먼트

동기를 복구시키는 개시된 구성의 능력은 기호 타이밍 복구 프로세스의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신호 포착이 시작될 때, 적응 이퀄라이저(34)는 예를 들면 상수 계수 알고리즘(CMA : constant modulus algorithm)과 같

은 공지된 블라인드 등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라인드 모드에서 동작한다. 약간의 시간 예를 들면 50 ms가 경과한 후,

이퀄라이저 출력은 오실레이터(336)로부터 적합한 샘플링 클럭을 발생시키기 위해 세그먼트 동기 및 타이밍 복구 프로세

스를 돕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ADC(19)용 기호 타이밍 및 적절한 샘플링 클럭이 설정된 후, 회로망(24)은, 예를

들면 강한 다중 경로 신호 조건하에서 트랙킹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퀄라이저(34)로부터 등화된 출력 신호를 계속 수

신한다. 이 때, 이퀄라이저(34)는 전형적으로 안정 상태 결정 지시 모드에서 동작한다.

도 3의 배치 특징에 따라, 전압 레벨 시프터(348)로부터의 DC 제어 전압(349)는 오실레이터(336)의 동작 주파수 범위를

편이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검출기(340), 마이크로콘트롤러(344) 및 전압 레벨 시프터(348)를 포함하는 회로망에 의해

달성된다. 이 회로망은 후술한 바와 같이 기호 포착 성능 및 주파수 포착 범위를 향상시킨다. 검출기(340)는 본질적으로 필

터(334)의 출력에서 선정된 DC 레벨을 탐지함으로써 오실레이터(336)의 안정 상태 동작 조건을 검출한다. 동기 발생기

(328)는 신호 포착이 달성됨을 표시하는 출력 신호(331)를 공급한다. 마이크로콘트롤러(344)는 검출기(340)으로부터의

출력 신호 및 동기 발생기(328)로부터의 출력 신호(331)에 응답해서 레벨 시프터(348)로 하여금 정상 상태 동작 주파수가

달성될 때까지 오실레이터(336)로 동작 주파수 범위를 편이시키도록 제어 전압(349)를 발생하게 한다. 신호 포착 프로세

스는 매시 오실레이터 동작 주파수 범위가 편이된 후 매번 반복된다. 반복하는 신호 포착 프로세스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정된 초기 주파수에서 동작하도록 회로망 소자를 리셋하고 VCO(336)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실레이터(336)로 사용되는 전압 제어 수정 오실레이터(VCXOs : voltage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s)는 오실레이터

가 제어 전압 대 출력 주파수 전송 기능, 또는 응답 곡선에서 알맞은 선형성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제한된 주파수 범위를 갖

는다. 이 선형 주파수 동작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신호 포착이 제공된 시간 내에서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전압 레벨 시프

터(348)로부터의 DC 제어 전압(349)은 오실레이터 전송 기능을 목표한 선형 특징을 변경시키지 않는 다른 주파수 범위로

편이시킨다. 주파수 범위 편이 능력은 더 확실한 기호 타이밍 포착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확한 정상 상태 주파수에 관련된

오실레이터 안정 상태 동작 전압을 조정한다.

검출기(340), 마이크로콘트롤러(344) 및 전압 레벨 시프터(348)의 구성에 의하여 예를 들면, 이들 소자가 없는 종래의 구

성에서 가능한 것보다 넓은 주파수 범위 상에서 기호 타이밍이 포착되며, 오실레이터(336)는 필터(334)의 출력에 의해 제

어된다. 종래 구성에서, 필터(334)의 출력에 응답하여 오실레이터(336)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 범위가 수신된 기호의 실제

기호 주파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타이밍 루프는 동기(lock)되지 않고, ADC(19)에 의해 제공된 샘플링은 손상된다. 더구

나, 오실레이터 주파수 대 제어 전압 응답의 선형성은 제어 전압이 평균값에서 벗어남에 따라 저하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안정 상태 오실레이터 동작이 극대값(최대 또는 최소)에 가까운 (필터(334)로부터) 주파수 제어 전압을 요구할 때 타이밍

복구 회로망의 포착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소자(340, 344 및 348)을 포함하는 회로망은 다음과 같이 이들 성능 저하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

마이크로콘트롤러(344)는 수신된 신호가 적절하게 포착됨을 검출기(340) 및 발생기(328)로부터의 제어 신호가 표시할 때

현행 동작 조건을 유지하지만, 신호 포착이 선정된 시간 내에서 발생하지 못할 때 전압 레벨 시프터(348)을 경유하여 오실

레이터(336)의 주파수 범위를 위 또는 아래로 편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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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콘트롤러(344)의 동작이, 예를 들면 리셋되는 후에 초기화될 때, 마이크로콘트롤러(344)는 전압 레벨 시프터

(348)로 하여금 오실레이터(336)의 파라메터 및 모든 시스템의 동작 파라메터에 따라 선정된 명목상 DC 전압을 출력하게

한다. 이 정상 제어 전압은 오실레이터(336)로 하여금 명목상 위치에서 제어 전압 대 출력 주파수 전달 함수를 중앙에 오게

한다. 그 다음, 기호 타이밍 복구는 설명된 바와 같이 소자(320, 324, 328 및 330)을 경유하여 시도된다. 실제 기호 타이밍

주파수가 오실레이터(336)의 현행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 복구가 실패한 경우, 마이크로콘트롤러(344)는 다른 제어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 전압 레벨 시프터(348)에 지시하여, 다른 주파수 범위가 오실레이터 제어 전압 대 주파수 응답에 의해 커

버되도록 한다. 이 새로운 범위는 실제 기호 타이밍 주파수가 포함될 수 있다. 주파수 범위는 신호 포착이 선정된 "타임 아

웃(time out)" 주기 내에서 달성되지 못할 경우 편이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콘트롤러(344)는 필터(334)의 출력

및 동기 발생기(328)의 레지스터를 모니터하여 신호 포착이 세그먼트 동기 간격과 일치하는 발생기(328)에 의해 복구된

동기에 의해 달성되는 경우를 결정한다. 신호 복구가 "타임 아웃" 주기 내에서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다른 오실레이터 주파

수 범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선택되고, 신호 포착 프로세스는 반복된다. 선정된 시간 후 필터(334)의 출력은 오실레이터

(336)가 정상 상태 동작 조건 내에 있음을 표시하고 제어 전압(331)은 세그먼트 동기가 복구됨을 표시한 경우, 주파수 범

위는 편이될 수 없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신호 포착 실패는 리드 솔로몬 디코더(44, 도 1)으로부터의 높은 에러 출력에 의해 표시될 수 있고, 마

이크로콘트롤러(344)에 의해 모니터될 수 있다. 리드 솔로몬 에러 검출기가 신호에서 무시가능한 에러를 표시할 때 신호

포착은 표시될 수 있고, 오실레이터(336)의 동작은 변경없이 유지된다.

기호 타이밍이 특정 채널에서 먼저 포착될 때, 기호 타이밍 주파수는 알 수 없다. 비록 송신기 및 수신기 기호 주파수가 동

일할지라도, 현저한 변형이 수신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각의 포착 실패 후, 선정된 서치 명령 또는 알고리즘

은 초기값보다 크거나 작게 사용되도록 다음 집중 제어 전압을 결정하기 위해 마이크로콘트롤러(344)에 의해 구현된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경우에, 단지 2개의 제어 전압은 마이크로콘트롤러(344)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여 레벨 시프터(348)에

서 사용될 수 있다. 포착은 먼저 초기 또는 디폴트(default) 제어 전압을 사용하여 시도된다. 이 시도가 타이밍 로크를 달성

하는데 실패한 경우, 제2 제어 전압 및 관련된 주파수 범위는 마이크로콘트롤러(344)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여 사용될 수

있다. 더 복잡한 시스템에서, 3개 이상의 제어 전압 및 관련된 주파수 범위는 전압 레벨 시프터(348)에서 사용될 수 있다.

채널 신호가 우선 포착된 후, 검출기(340)는 필터(334)로부터의 정상 상태 전압 출력을 작은 선정된 동작 범위 내에서의

최적 전압을 표시하는 국부적으로 제공된 기준 전압과 비교한다. 마이크로콘트롤러(344)는 메모리 내에 저장되고, 오실레

이터 전압 대 주파수 전송 기능 방향은 선정된 최적값에 더 가깝게 전압 레벨 시프터(348)로부터의 제어 전압을 배치시키

도록 조정된다. 마이크로콘트롤러(344)는 다음 시간에 이 채널이 얻는 디폴트값으로서 제어 전압값을 사용할 수 있다.

설명된 편이 동작은 포착될 수 있는 기호 주파수 범위를 확장시킨다. 또, 최적 평가는 채널이 포착될 때 동일점으로부터의

최적 오실레이터 제어 전압 대 주파수 집중 전압용 서치를 시작하기 보다는 제1 포착 후에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오실레

이터 제어 전압은 포착용 최적값쪽으로 편이되고, 실제 기호 타이밍 주파수의 정확성 및 예를 들면 성분값 오차와 같은 수

행 오차에 의해 발생된 오실레이터 전압 대 주파수 응답의 변화 의존성을 제거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기호 타이밍 복구 및 세그먼트 동기 복구 회로망(24)이 디지탈 변환기(19)용으로 적당한 타이밍 샘플링 클럭을

발생한다. 기호 타이밍 복구는 적응 채널 이퀄라이저(34)로부터의 등화 신호에 응답하는, 세그먼트 동기 복구 발생기(328)

으로부터의 출력에 응답하는 위상 검출기(310)를 포함한다. 제어 오실레이터(336)는 디지탈 변환기용 샘플링 클럭을 발생

한다. 제어 회로망(340, 344, 348)은 기호 타이밍 포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목표한 선형 동작을 유지하도록 오실레이터

의 주파수 범위를 편이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타이밍 복구 장치를 포함하는 고화질 텔레비젼(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수신기

일부의 블럭도.

도 2는 미합중국의 그랜드 얼라이언스 HDTV 지상 방송 시스템에 따른 VSB 변조 신호용 데이타 프레임 포맷도.

도 3은 도 1의 세그먼트 동기 검출기 및 기호 클럭 타이밍 복구 회로망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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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의 회로망 동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호 파형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4 : RF 튜너

16 : 중간 주파수 프로세서

19 : ADC

22 : 디지탈 복조기 및 캐리어 복구 회로망

24 : 세그먼트 동기 및 기호 클럭 복구 회로망

28 : 필드 동기 검출기

30 : NTSC 공동 채널 간섭 검출기

34 : 적응 채널 이퀄라이저

36 : 위상 트랙킹 루프

40 : 트렐리스 디코더

42 : 데이타 디인터리버

44 : 리드 솔로몬 디코더

46 : 디스크램블러

50 : 오디오,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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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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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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