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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D 변환기(30)는 아날로그 신호를 VCO(70)로부터의 샘플링 클럭에 동기하여 샘플링하여 샘플치를 얻는다. 이것은

시프트 레지스터(410)에 저장되고 있다. 부호 판정부(420)는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기억 소자(S0 ∼ S5)에 유지되

어 있는 샘플치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 패턴(시계열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기억 소자(S0 ∼ S3)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치를 소정의 레지스터(431 ∼ 434)에 저장하는 처리를 

행한다. 이에 따라, 연산부(430)는 아날로그 신호와 샘플링 클럭의 위상 오차를 구한다. 이 위상 오차는 D/A 변환기(

50), 루프 필터(60)를 통하여 VCO(70)에 공급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A/D 변환기, 샘플링 클럭, 샘플치, 시프트 레지스터, 부호 판정부, 기억 소자, 레지스터, 연산부, 위상 오차,루프 필터, 

VCO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PLL 회로(Phase-Locked Loop)에 관하여 특히, MO 디스크(광자기디스크), CD(컴팩트디스크), MD(미니

디스크), HD(하드디스크) 등의 기억 매체에서 판독된 신호에 대하여, 종래보다 잘못된 로크를 적게 할 수 있는데다가 

빠른 시기에 로크(동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 PLL 회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PLL 회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복호 장치에 대하여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복호 장치는 MO, CD, MD, HD 등의 판독 신호를 입력 신호로 하고, 이 입력 신호에 대하여 원하는 증폭 동작을 행

하는 게인 조정기(10)와, 이 게인 조정기(10)의 출력을 필터링하는 이퀄라이즈 필터(20)와, PLL 회로(100)와, 비터비

복호 결과를 출력하는 비터비 복호 회로(80)를 구비하고 있다.

PLL 회로(100)는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퀄라이즈 필터(20)의 출력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A/D 변환기

(30)와, 이 A/D 변환기(30)로부터의 출력에 기초하여 위상 오차를 구하는 위상 오차 연산부(40)와, 이 위상 오차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하여 출력하는 D/A 변환기(50)와, D/A 변환기(50)의 출력을 적분하는 루프 필터(60)와, 그 적

분된 신호에 따른 샘플링 클럭을 생성하는 VCO(전압 제어 발진기 ; 70)를 구비하고 있다.

이 PLL 회로(100)의 각 구성 요소는 전체로서 PLL 루프를 구성하고, 이 PLL 루프에 의해서, 위상 오차 연산부(40)에

서 구해진 위상 오차가 「0」이 되도록 위상 인입 동작이 행해진다. 또한, A/D 변환기(30)의 샘플링 동작은 VCO(70)



등록특허  10-0399701

- 3 -

에서 출력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하여 행해진다.

다음에,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PLL 회로(100)의 동작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A/D 변환기(30)는 도 11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면, 도 11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VCO

(70)에서의 샘플링 클럭의 상승에 동기하여 그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여 샘플치를 생성하고 이 샘플치를 출력한

다. 도 11의 (a)의 동그라미 표시는 샘플링점을 나타내고 그 수치는 구체적인 샘플치를 나타내고 있다. 위상 오차 연

산부(40)는 상기한 바와 같이 얻어진 4개의 샘플치에 기초하여 다음의 수학식 1에 의해 상기한 입력 아날로그 신호와

샘플링 클럭과의 위상 오차를 구한다.

수학식 1

여기서, 수학식 1에서 Smpl + (- +)는 디지털 샘플링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했을 때의 플러스의 샘

플치, Smpl + (+ -)는 샘플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했을 때의 플러스의 샘플치, Smpl - (- +)는 샘플치가 

마이너스에 서 플러스로 변화했을 때의 마이너스의 샘플치, Smpl - (+ -)는 샘플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했

을 때의 마이너스의 샘플치이다.

위상 오차 연산부(40)는 샘플치를 2개 새롭게 받아들일 때마다 이 새로운 값을 이용하여 수학식 1에 의해 위상 오차

를 구하여, 위상 오차의 값을 순차 갱신한다. 이 구해진 위상 오차는 D/A 변환기(50)에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되어

루프 필터(60)에서 적분되며, 이 적분된 신호가 VCO(70)의 제어 신호가 되며 이 제어 신호에 의해 VCO(70)의 발진 

주파수가 수시로 제어된다.

이 때, A/D 변환기(30)의 입력 아날로그 신호와 VCO(70)로부터의 샘플링 클럭과의 관계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

은 경우에는 수학식 1에 따른 위상 오차는 「0」이 되며 샘플링 클럭에 의한 샘플링 동작은 정확하게 행해지고 있다.

한편, 입력 아날로그 신호와 샘플링 클럭과의 관계가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수학식 1에 따른 위상 오차

를 도면 중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구하면, 위상 오차 = (7 - 3) + (-3 - (-7)) = 8과 같이 플러스 값이 되며, 입력 아날

로그 신호의 샘플 타이밍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샘플링 클럭의 위상을 진행시키는 방향의 귀환 동작이 행

해진다.

또한, 입력 아날로그 신호와 샘플링 클럭과의 관계가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수학식 1에 의한 위상 오차

를 도면 중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구하면, 위상 오차 = (3 - 7) + (-7 - (-3)) = -8과 같이 마이너스의 값이 되어, 입

력 아날로그 신호의 샘플 타이밍이 진행된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샘플링 클럭의 위상을 지연시키는 방향의 귀환 동

작이 행해진다. 이러한 귀환 제어를 행하면, 최종적 으로 수학식 1 위상 오차의 값이 영이 되도록 귀환이 걸리고 위상 

인입 동작이 완료하여 로크 동작이 행해지게 된다.

그런데, 상술한 것과는 다른 종래의 동기 수법으로서 예를 들면 도 11의 (a)에 도시하는 입력 아날로그 신호의 제로 

크로스 포인트(신호가 영이 되는 점)에 샘플링 클럭의 엣지를 대응시키는 것과 같이 샘플링 클럭을 생성하는 수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동기 수법에서는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은 PLL 루프가 아니라 소위 엣지 인입 타입의 PL

L 회로로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지연 소자 등의 다른 회로 소자도 필요해진다. 이 타입의 PLL 회로는 아날로그형 P

LL이라고 칭하며 PRML(Partial Response Maximum Likelihood) 방식과 같이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후의 데이터에

대하여, 위상 인입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도가 좋은 인입 동작을 행할 수 없다.

또한, 이 종류의 다른 종래 기술로서는 위상(주파수를 포함한다) 인입 시의 고속화를 위해서, 도 10에 도시한 A/D 변

환기(50), 루프 필터(60) 및 VCO(70)를 포함하는 PLL 루프를 2계통 설치하고, 한 쪽 PLL 루프는 인입 시에 가능한 

한 게인을 높게 설정하고, 다른 쪽의 PLL 루프는 인입 후에 가능한 한 루프를 안정 상태로 하기 위해서 게인을 낮게 

설정하는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PLL 회로에서는 이하에 설명한 바와 같은 잘못된 로크가 생기고 PLL 회로의 성능을 현저하게 저하시

키고 있었다.

도 14에 도시한 것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는 원하는 값으로 되어 있지만 샘플링점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Smpl - (+

-)와 Smpl - (- +)가 동일한 샘플링점에 대응하게 되어, 수학식 1의 연산 결과가 「0」이 되며 위상 오차가 「0」이

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본래 안정해서는 안되는 상태에서 PLL 루프에 의한 피드백 제어의 상태가 안정되게

되고 잘못된 로크(제1 잘못된 로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사태에 대하여 도 15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입력 신호의 샘플링점이 도 15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된 경우, 종래는 샘플링점은 제로 크로스 전후인 것만을 판단하고, 샘플치를 수학식 1의 각 항에 할당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 15에 도시하는 구체적인 수치(샘플치)에 의해 수학식 1에 따라 위상 오차를 구하면, 

위상 오차 = (C - A) + (B - B) = (2 - 2) + (-6 - (6)) = 0이 된다. 이와 같이 위상 오차가 「0」이 되면 PLL 루프

에 의해 피드백이 제어되지 않고 잘못된 위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도 16에 도시하는 것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대하여, VCO(70)로부터 출력되는 샘플링 클럭의 주파수가 지연

된 경우에 발생하는 잘못된 로크이다. 도 16의 (a)는 VCO(70)의 발진 주파수(f VCo )가 입력 신호에 동기하여 정확한

샘플링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이다. 도 16의 (b) 및 도 16의 (c)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대하여, VCO(70)로부터 출력

되는 샘플링 클럭의 주파수가 느린 경우(도 16의 (b)에서는 통상 2배, 도 16의 (c)에서는 통상 6배)이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 16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신호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피크 위치에서 디지털 샘플

링이 행해지면, Smpl - (+ +)와 Smpl - (- +)가 동일한 샘플링점에 대응하게 되며, 수학식 1의 연산 결과는 「0」

이 되고 위상 오차가「0」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에 의해서도 잘못된 로크(제2 잘못된 로크)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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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D 변환기(30)로의 입력 신호가 오프셋을 갖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링점이 어긋나

게 되는 잘못된 로크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입력 신호의 오프셋은 될 수 있는 한 저감하도록 요구된다.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은 잘못된 로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LL 루프에 의한 인입 동작이 개시되기까지 VCO의

발진 주파수를 예상되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아주 가까이 하도록 하여 인입 동작을 행하기 위한 회로나 오프셋을 

작게 하기 위한 회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회로계가 복잡해져서 비용 상승을 초래하거나 시스템 

전체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길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제1 목적은 간이한 구성으로 상술한 잘못된 

로크를 방지할 수 있는 PLL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간이한 구성으로 상술한 잘못된 로크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력 신호의 오프셋

을 저감화할 수 있는 PLL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클럭에 동기하여 샘플링하여 샘플치를 순 차적으로 얻는 A/D 변환기와, 상기 샘플

치에 기초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와 상기 샘플링 클럭 간의 위상 오차를 구하는 위상 오차 검출 회로와, 상기 위상 

오차를 적분하는 루프 필터와, 상기 적분된 위상 오차에 따라서 상기 샘플링 클럭의 타이밍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 발

진기를 포함하고,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소정 갯수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연산식에 따라 상기 위상 오차

를 구하는 것으로, 상기 소정 갯수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서 상기 연산식의 입력

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상기 부호 패턴과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와의 관계를 

기술한 테이블을 구비하고, 상기 부호 패턴과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상기 A/D 변환기로부터의 샘플치를 순차적으로 기억

하는 레지스터와, 이 레지스터에 기억된 소정 갯수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로서 소정의 샘플치로 갱신하고 또는 갱신하지 않은 처리 내용을 결정하는 부호 판정부와, 이 부호 

판정부의 결정에 기초하여 상기 연산식에 따라서 상기 위상 오차를 구하는 연산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

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소정 갯수의 샘플치는 최신 소정 갯수의 샘플치와 그 보다도 과거의 샘플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소정 갯수의 샘플치는 최신일 때의 것을 포함하여 4개이고, 상기 과거의 샘플

치의 갯수는 최신의 4개로 연속하는 2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상기 A/D 변환기로부터의 샘플치를 순차적으로 기억

하는 제1 레지스터와, 이 제1 레지스터에 기억된 샘플치의 부호 패턴에 따른 상태를 기억하는 제2 레지스터와, 상기 

제1 레지스터에 기억된 최신의 소정 갯수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과, 상기 제2 레지스터에 기억된 상태에 따라서,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로서 상기 제1 레지스터에 기억된 소정의 샘플치로 갱신하고 또는 갱신하지 않은 처리 내용을 결정

하는 부호 판정부와, 이 부호 판정부의 결정에 기초하여 상기 연산식에 따라서 상기 위상 오차를 구하는 연산부로 구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제2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상태는 부호 패턴이 정상(正常)이라는 상태, 부호 

패턴이 이상(異常)이라는 상태 및 부호 패턴이 상기한 어느 하나가 미정이라는 상태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아날로그 신호가 2T 패턴으로, 상기 위상 오차를 구하기 위한 연산식이 위상

오차 = {Smpl + (- +) - Smpl + (+ -)} + {Smpl - (- +) - Smpl - (+ -)}(단,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할 때의 플러스의 샘플치,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

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할 때의 플러스의 샘플치,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가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로 변화할 때의 마이너스의 샘플치,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

스로 변화할 때의 마이너스의 샘플치를 나타낸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부호 패턴이 「+ - + -」 또는 「- + - +」일 때는 샘플치의 부호의 변화

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부호 판정부는 위상 오차의 갱신 처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부호 판정부는 상기 부호 패턴이 미리 정해졌을 때에만 상기 연산식의 입력

치를 소정의 샘플치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PLL 회로의 실시예로서, 상기 부호 패턴이 「+ + - -」 또는 「- - + +」 또한 상기 패턴과 유사한 패턴

이라고 간주되는 「+ - + +」 또는 「- + - -」 또한 이 유사 패턴과 위상이 어긋난 패턴일 때는 최신의 2개의 샘

플치 간에서 부호의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를 미리 정해진 샘플치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PLL 회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PLL 회로와, 상기 A/D 변환기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복수의 샘

플치에 대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의 오프셋을 검출하는 오프셋 검출 수단과, 이 오프셋 검출 수

단으로 검출한 오프셋을 상쇄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이 신호를 상기 A/D 변환기의 입력측 에 공급하는 오프셋 소거 

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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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부호 처리 판정부가 처리를 행할 때의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제1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제1 실시예의 다른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도 4에서의 부호 패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설명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부호 처리 판정부가 처리를 행할 때의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9는 제3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는 파형도.

도 10은 종래의 PLL 회로의 블록도.

도 11은 그 PLL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파형도.

도 12는 동일한 그 파형도.

도 13은 동일한 그 파형도.

도 14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제1 잘못된 로크)의 설명도.

도 15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의 설명도.

도 16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제2 잘못된 로크)의 설명도.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PLL 회로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여 디지털 샘플링하는 A/D 변환기(30)와, 이 A/D 변환기(3

0)로부터의 출력에 기초하여 후술한 바와 같이 위상 오차를 구하는 위상 오차 연산부(400)와, 이 구해진 위상 오차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하는 D/A 변환기(50)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된 위상 오차를 적분하는 루프 필터(60)와, 이

적분치에 따라서 샘플링 클럭을 생성하는 VCO(전압 제어 발진기 ; 70)를 가지고 있다. 위상 오차 연산부(400)는 후

술한 바와 같은 시프트 레지스터(410)와, 부호 판정부(420)와, 연산부(430)를 가지고 있다.

A/D 변환기(30)는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VCO(70)에서의 샘플링 클럭에 동기하여 샘플링

하여 샘플치를 얻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샘플치는 복수 비트로 구성되고, 그 크기와 부호(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2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410)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A/D 변환기(30)로부터 출력되는 각 샘플치(샘플링 데이터)를 각각

보유(기억)하는 6개의 기억 소자 S0 ∼ S5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프트 레지스터(410)는 A/D 변환기(30)에

서 샘플치가 보내질 때마다 샘플치의 시프트 동작을 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410)는 순차적으로 2개씩 샘플링 데이터를 S1, S0에 받아들임과 함께, 이미 보유되어 있는 

샘플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2개분 시프 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느 타이밍에

서 2개의 샘플링 데이터가 S1, S0으로서 받아들이면, 이미 S3, S2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링 데이터는 S5, S4로 시프

트됨과 동시에, 이미 S1, S0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링 데이터는 S3, S2로 시프트되는 것과 같이, 2개의 샘플링 부호가

A/D 변환기(30)로부터 보내질 때마다 시프트 동작을 행한다.

연산부(430)는 Smpl + (- +)의 값을 보유하는 레지스터(431)와, Smpl + (+ -)의 값을 보유하는 레지스터(432)와, 

레지스터(431)에 보유된 값과 레지스터(432)에 보유된 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을 가산하는(감산하는) 가산기(

435)와, Smpl - (- +)의 값을 보유하는 레지스터(433)와, Smpl - (+ -)의 값을 보유하는 레지스터(434)와, 레지스

터(433)에 보유된 값과 레지스터(434)에 보유된 값으로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인 것을 가산하는(감산하는) 가산기(43

6)와, 가산기(435) 및 가산기(436) 각각의 가산 결과를 가산하는 가산기(437)를 가지고 있다.

가산기(435)는 레지스터(431)에 보유된 값과 레지스터(432)에 보유된 값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인 것을 가산하고, 

가산기(436)는 레지스터(433)에 보유된 값과 레지스터(434)에 보유된 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을 가산하고 또

한 가산기(437)가 양 가산기(435, 436) 각각의 가산 결과를 가산 출력하므로 「{Smpl + (- +) - Smpl + (+ -)} + 

{Smpl - (- +) - Smpl - (+ -)}」에서 구해진 값이 위상 오차로서 구해지며 D/A 변환기(50)로 보내진다.

부호 판정부(420)는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기억 소자 S0 ∼ S5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치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

패턴(도 4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시계 열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 시프트 레지스터(41

0)의 기억 소자 S0 ∼ S3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치를 소정의 레지스터(431 ∼ 434)에 저장하는 처리를 행한다.

즉, 이 부호 판정부(420)는 시프트 레지스터(410)가 샘플치를 2개 받아들일 때마다 상기한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서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기억 소자 S0 ∼ S3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치를 레지스터(431 ∼

434)에 할당하는 처리를 한다. 여기서, 부호 판정부(420)를 처리할 때,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기억 소자 S0 ∼ S3

의 내용이 최신의 샘플치가 되며, 기억 소자 S4, S5의 샘플치가 과거의 샘플치가 된다.

또, 부호 판정부(420)의 처리는 시프트 레지스터(410)가 샘플치를 1개 받아들일 때마다 행하도록 해도 되며 이 경우

에는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

도 2는 상술한 부호 판정부(420)가 상기한 처리를 행하기 위한 테이블의 일례이며, 레지스터(410)의 기억 소자 S5 ∼

S0에 보유되는 디지털치의 부호 패턴(도면 중의 *는 어느 쪽 부호라도 상관없는 것을 의미한다)과, 그 처리 내용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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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 2의 부호 A1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억 소자 S5 ∼ S0까지 보유되는 디지털치의 부호 패턴이 「* + + 

- + +」이면, 부호 판정부(420)는 기억 소자 S1의 샘플치를 레지스터(433)에 저장함과 함께, 기억 소자 S0의 샘플

치를 레지스터(431)에 저장한다.

한편, 도 2의 부호 B1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억 소자 S5 ∼ S0까지 보유되 는 디지털치의 부호 패턴이 「* * + - + 

-」이면, 부호 판정부(420)는 레지스터(431 ∼ 434)의 값의 갱신을 행하지 않고, 따라서 연산부(430)에서 구해지는 

위상 오차는 갱신되지 않는다(도면 중 처리 내용 「-」로 나타낸다).

연산부(430)에 의해 위상 오차가 구해지면, 이것이 D/A 변환기(50)에 의해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되며, 이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치가 루프 필터(60)에 의해서 적분되며 또한 VCO(70)는 이 적분치에 대응하는 주파수의 샘플링 클

럭을 A/D 변환기(30)에 공급하여 통상 PLL 동작을 행한다.

이러한 제1 실시예에 따르면, 도 2의 부호 A1 ∼ A6이나 B1 ∼ B4로 나타낸 샘플치의 부호 패턴에 대한 처리를 행함

으로써 전술한 제1이나 제2 잘못된 로크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이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4에 도시하는 제1 잘못된 로크는 샘플링 주기의 4배의 주파수의 파형에 동기를 취할 때에 위상 오차가 「0」이 

되어 안정화 되는 경우이다. 이 파형은 MO 디스크(광자기 디스크)의 판독 파형의 선두 부분에서 「2T 패턴」이라고 

칭하고 있다.

부호의 변화가 「+ + - -」, 「- - + +」, 「- + + -」, 「+ - - +」인 경우에는 최신 입력 부호만을 고려하고 있

으면 인입 동작을 행할 수 있지만, 부호 변화가 「+ - + +」, 「- + - -」, 「- + + +」, 「+ - - -」가 반복된 경

우에 종래 방식에 의한 위상 오차 계산을 행하면, Smpl - (+ -)와 Smpl - (- +)(혹은 Smpl + (+ -)와 Smpl + (- +

))가 동일 값이 되어, 그 결과 위상 오차가 「0」이 되어 잘못 로크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위상 오차가 「{Smpl + (+ -) - Smpl + (- +)} + {Smpl - (- +) - Smpl - (+ -)} = {Smpl + (+ -) - Smpl 

+ (- +)}」가 되며, Smpl + (+ -) = Smpl + (- +)인 경우에는 위상 오차가 「0」이 되어 잘못된 로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 제1 실시예에 따르면, 최신 샘플치의 부호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호 변화의 패턴을 고려함으로써, 기

지의 패턴이 입력되었다고 추정하여 그 기지 패턴에 인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3의 모식적 설명도는 도 2의 부호 A1에 대응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샘플링점이 화살표로 도시하는 방향으로 

어긋나게, 피드백 루프가 기능하도록 위상 오차가 계산되며, 구체적으로는 위상 오차는 「{Smpl + (+ -) - Smpl + 

(- +)} + {Smpl - (- +) - Smpl - (+ -)} = (S3 - S0) + (S1 - S2)」가 된다.

이와 같이, 도 2 중의 부호 A1 내지 A6으로 나타낸 것은 종래 방식에 따르면 최신의 2개의 샘플치 간에서는 부호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2개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위상 오차는 갱신되지 않았지만, 제1 실시예에 따르면 최신 샘플 이전

의 패턴도 고려하여 위상 오차가 갱신되어 제1 잘못된 로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부호 패턴으로부터 자동적

으로 기지의 패턴에 인입할 수 있어, 외부에서 2T 패턴의 개시와 종료를 지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회로 자체를 소형화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음에, 마찬가지의 예를 도 4, 도 5 및 도 15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현재, 입력 신호의 샘플링점이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경우로 하면 종래의 방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

해 위상 오차는 「0」이 된다. 도 4의 수 치는 샘플링점의 구체적인 샘플치이다.

그런데, 제1 실시예에 따르면, 도 2에 따르는 처리가 되며 이 처리는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샘플치가 2개 갱신될 

때마다 행해지므로, 도 4의 경우에는 도 5의 (a)에 도시하는 경우와, 그에 대하여 위상이 어긋난 도 5의 (b)에 도시하

는 경우의 2개 케이스가 있다.

현재, 예를 들면,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기억 소자 S3 ∼ S0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이 「+ + + -」인 경우에는 도 

5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2의 처리 내용은 도 2의 부호 D1로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한, 그 부호 패턴이 「+ +

- +」인 경우에는 도 5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2의 처리 내용은 도 2의 부호 A5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 5의 (a), 도 5의 (b)에 도시하는 부호 패턴에 대응하는 처리 내용이 어느 쪽의 경우라도, 도면 중의 샘플

치를 이용하여 위상 오차를 구하면, 위상 오차 = (D - A) + (C - B) = 8 + 8 = 16이 된다.

이와 같이 제1 실시예에 따르면, 위상 오차는 종래 방식과 같이 「0」이 되어 안정화되지 않고 PLL 루프에서 피드백 

제어가 걸린다.

또한, 도 16을 이용하여 설명한 상기한 제2 잘못된 로크는 안정화된 VCO의 클럭 주파수가 대폭 변화하거나 VCO의 

동작 개시 시에 VCO가 낮은 주파수로 동작하여 부호 변화가 「+ -」가 되는 것을 반복한 경우이며, 제1 실시예에서

는 이러한 부호 패턴은 이상한 것이라고 판정한다. 그 이유는 전술한 2T 패턴이 실제로 입력되는 최고 주파수 패턴이

므로, 「+ - + -」 혹은 「- + - +」와 같은 부호 패턴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1 실시예에서는 「+ - + -」, 「- + - +」와 같은 이상 패턴 혹은 이상 패턴에 유사한 패턴을 검출한 경

우에는 그 샘플치를 이용한 위상 오차 계산을 행하지 않고, 그것까지의 위상 오차의 값을 이용함으로써 PLL 루프를 

동작시킨다.

이러한 이상 패턴 혹은 이에 유사한 패턴을 도 2 중의 부호 B1 ∼ B4에 나타내고, 이러한 부호 패턴 시에는 위상 오차

의 갱신을 행하지 않으므로 제2 잘못된 로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르면, 종래 발생하고 있던 잘못된 로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P

LL 회로를 간이한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에 대하여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제2 실시예는 도 1의 제1 실

시예와 동일 부호를 붙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므로, 이하에서는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설명

을 생략하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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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A/D 변환기(30)로부터의 샘플치를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시프트 레지스터(410A)와, 이 시프트 레지스터(410A)에 기억된 샘플치의 부호 패턴에 따른 상태를 기억하는 상태 레

지스터(411)와, 시프트 레지스터(410A)의 기억 소자 S0 ∼ S3에 기억된 샘플치의 부호 패턴과, 상태 레지스터(411)

에 기억된 상태에 따라서, 레지스터(410A)의 기억 소자 S0 ∼ S3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치를 소정의 레지스터(431 ∼

434)에 저장하는 처리를 행하는 부호 판정부(420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 레지스터(411)에 저장되는 상태는 부호 판정부(420A)가 전회(前回) 처리를 행했을 때 시프트 레지스터(410A)

에 기억된 과거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이 정상이라는 상태(Valid), 그 부호 패턴이 이상이라는 상태(Cancel) 및 그 부

호 패턴이 상기한 어느 하나가 미정이라는 상태(UnKnown) 중 어느 하나이다. 상태 레지스터(411)에 「00」, 「01」

및 「10」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각각 「Valid」, 「UnKnown」, 「Cance1」에 대응한다.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410A)가 4개의 기억 소자 S0 ∼ S3으로 구성되며, 부호 판정부(420A)는 상태

레지스터(411)의 참조 혹은 상기 레지스터(411)로의 데이터의 설정도 행하게 된다.

부호 판정부(420A)는 시프트 레지스터(410A)가 샘플치를 2개를 받아들일 때마다 시프트 레지스터(410A)의 기억 소

자 S0 ∼ S3에 기억된 샘플치의 시계열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과, 상태 레지스터(411)에 기억된 

상태에 따라 레지스터(410A)의 기억 소자 S0 ∼ S3에 보유되어 있는 샘플치를 레지스터(431 ∼ 434)에 할당하는 처

리를 한다.

도 7은 이 부호 판정부(420A)가 상기한 처리를 행하기 위한 테이블의 일례이고, 상태 레지스터(411)에 보유되어 있

는 상태(State) 및 시프트 레지스터(410A)의 기억 소자 S3 ∼ S0에 보유되는 디지털치의 부호 패턴(도면 중의 *는 어

느 쪽의 부호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과, 그 처리 내용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면 중의 부호 C1로 나타낸 바와 같이, 상태 레지스터(411)의 보유 내용이 「00」이고 또한 시프트 레지

스터(410A)의 기억 소자 S3 ∼ S0까지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이 「+ - + +」이면, 부호 판정부(420A)는 기억 소자 

S1의 값을 레지스터(433)에 저장하며, 기억 소자 S0의 값을 레지스터(431)에 저장하고 또한 상태 레지스터(411)에

는 「00(Valid)」을 설정한다.

한편, 도 7의 부호 C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상태 레지스터(411)의 보유 내용이 「01」이고 또한 기억 소자 S3 ∼ S0

까지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이 「- + - -」이면, 부호 판정부(420A)는 레지스터(431 ∼ 434)의 값의 갱신을 행하지 

않고, 따라서 연산부(430)에서 구해지는 위상 오차는 갱신되지 않는다(도면 중 처리 내용 「-」로 나타낸다). 이 때, 

부호 판정부(420A)는 상태 레지스터(411)에 「00(Valid)」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위상 오차가 구해지면, 이것이 D/A 변환기(50)에 의해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되고, 이 디지털·아날로

그 변환치가 루프 필터(60)에 의해서 적분되고 또한 VCO(70)는 이 적분치에 대응하는 주파수의 샘플링 클럭을 A/D 

변환기(30)에 공급하여 통상의 PLL 동작을 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르면, 현재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과, 부호 판정부(420A)가 전회 위상 오차를 

구할 때 사용한 샘플치의 부호 패턴의 상태를 고려하여 PLL 제어 동작을 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제1 실시예와 마찬가

지로 잘못된 로크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에 대하여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제3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는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에 또한 A/D 변환기(30)의 입력 신호

의 오프셋을 검출하고, 이 검출한 오프셋을 상쇄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그 신호에 따라 그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소거

하기 위한 수단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3 실시예는 제1 실시예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붙여서 그 

설명은 적절하게 생략하고, 그 구성이 다른 오프셋의 검출, 소거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 이하에 상술한다.

이 제3 실시예는 A/D 변환기(30)의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다음의 수학식 2에 의해 구하는 것이다.

수학식 2

여기서, 수학식 2 중 각 항의 의미는 수학식 1과 마찬가지이다.

이 수학식 2에 의해 오프셋을 구하기 때문에 이 제3 실시예에서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산기(430A)가 Smpl +

(- +)를 저장하는 레지스터(431)의 값과 Smpl + (+ -)를 저장하는 레지스터(432)의 값을 가산하는 가산기(441)와, 

Smp1 - (- +)를 저장하는 레지스터(433)의 값과 Smp1 - (+ -)를 저장하는 레지스터(434)의 값을 가산하는 가산기

(442)와, 가산기(441)의 가산 결과와 가산기(442)의 가산 결과를 가산하는 가산기(443)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산

기(443)에서 얻어지는 디지털 형태의 오프셋이 D/A 변환기(110)에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되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며, 이 신호가 저역 통과 필터(120)에서 평활화되어 가산기(130)로 귀환되며, 가산기(130)에서 입력 신호와 가

산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제3 실시예에 따른 PLL 회로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재, A/D 변환기(30)의 입력 신호와 그 샘플링점의 관계가 도 9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을 수학

식 2에 의해 도면 중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구하면 {7 + 7 + (-7) + (-7)} = 0이 된다.

다음에, A/D 변환기(30)의 입력 신호에 오프셋이 있으며, 그 입력 신호와 그 샘플링점의 관계가 도 9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을 도면 중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구하면, {3 + 3 + (-10) + (-10)} = -14가 된다. 이 때

에는 현재의 입력 신호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긋나 있으므로, 그것을 플러스(+) 방향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

서, 그 구해진 오프셋을 D/A 변환기(110), 저역 통과 필터(120)를 경유하여 가산기(130)로 귀환시키고 이에 따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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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A/D 변환기(30)의 입력 신호에 오프셋이 있으며, 그 입력 신호와 그 샘플링점의 관계가 도 9의 (c)에 도시한 바

와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을 도면 중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구하면, {10 + 10 + (-3) + (-3)} = +14가 된다. 이 때에

는 현재의 입력 신호가 플러스 방향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구해진 오프셋을 D/A 변환기(110), 저역 통과 필터(120)를 경유하여 가산기(130)에 귀환시켜서 현재의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경감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도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A/D 변환기(30)의 입력 신호와 VCO (70)의 샘플링 클럭과의 위상 오차가 「

0」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 제3 실시예는 입력 신호와 그 샘플링점이 도 4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경우에도 그 입

력 신호의 오프셋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고, 이 구해진 오프셋을 경감할 수 있는 동작을 행할 수 있다.

즉, 도 4의 (a) 중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이 경우의 오프셋을 계산하면, 오프셋 = D + A + C + B = 10 + 2 + 2 - 6 

= 8이 되고 현재의 입력 신호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피드백 제어가 올바르게 작용한다.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이, 제3 실시예에서는 A/D 변환기(30)의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검출하고, 이 검출한 오프셋을 상

쇄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그 신호에 의해 그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소거하기 위한 수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잘

못된 로크를 방지할 수 있는데다가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저감화할 수 있다.

또, 제3 실시예는 제1 실시예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경감화시키는 수단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

나, 그 수단은 제2 실시예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3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동작하고 마찬가지의 작

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3 실시예에서는 3개의 가산기(441 ∼ 443)를 이용하여 오프셋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나의 가산기에서 

구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제3 실시예에서는 가산기(443)로부터의 오프셋을 D/A 변환기(110), 저역 통과 필터(120)

를 통하여 가산기(130)로 귀환하는 구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 대신에 저역 통과 필터 (120)를 디지털 필터로 구성하

여 D/A 변환기(110)의 입력측에 배치하고, 이 D/A 변환기(110)의 출력을 가산기(130)에 공급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 D/A 변환기 (110), 저역 통과 필터(120) 및 가산기(130)를 생략하고, 상기 디지털 필터의 출력을 이용하여 A/D 변

환기(30)로부터 출력되는 샘플링 데이터에 포함되는 오프셋을 직접 캔슬하도록 해도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입력 신호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 위

상 오차를 구하는 연산식의 입력치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간이한 구성으로 정확한 위상 오차를 검출할 수 있는 P

LL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검출하고, 이 검출한 오프셋을 상쇄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그 신호에 

따라 그 입력 신호의 오프셋을 소거하도록 하였으므로, 정확한 위상 오차를 검출할 수 있는데다가 입력 신호의 오프

셋을 저감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PLL 회로에 있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클럭에 동기하여 샘플링함으로써 샘플치를 순차적으로 얻는 A/D 변환기,

상기 샘플치에 기초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와 상기 샘플링 클럭 간의 위상 오차를 구하는 위상 오차 검출 회로,

상기 위상 오차를 적분하는 루프 필터, 및

상기 적분된 위상 오차에 따라 상기 샘플링 클럭의 타이밍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

를 포함하되,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소정 갯수의 샘플치를 이용하여 소정의 연산식에 따라 상기 위상 오차를 구하는 것으로, 

상기 소정 갯수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서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를 결정하는 PL

L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상기 부호 패턴과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와의 관계를 기술한 테이블을 

포함하고, 상기 부호 패턴과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를 결정하는 PLL 회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상기 A/D 변환기로부터의 샘플치를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상기 레지스터에 기억된 소정 갯수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을 구하고, 이 구해진 부호 패턴에 따라 상기 연산식의 입력

치로서 소정의 샘플치로 갱신하거나 또는 갱신하지 않는 처리 내용을 결정하는 부호 판정부, 및

상기 부호 판정부의 결정에 기초하여 상기 연산식에 따라서 상기 위상 오차를 구하는 연산부

를 포함하는 PLL 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갯수의 샘플치는 최신의 소정 갯수의 샘플치 및 그 보다도 과거의 샘플치를 포함하는 PLL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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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갯수의 샘플치는 최신일 때의 것을 포함하여 4개이고, 상기 과거의 샘플치의 갯수는 최신

의 4개로 연속하는 2개인 PLL 회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오차 검출 회로는,

상기 A/D 변환기로부터의 샘플치를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제1 레지스터,

상기 제1 레지스터에 기억된 샘플치의 부호 패턴에 따른 상태를 기억하는 제2 레지스터,

상기 제1 레지스터에 기억된 최신의 소정 갯수의 샘플치의 부호 패턴과, 상기 제2 레지스터에 기억된 상태에 따라 상

기 연산식의 입력치로서 상기 제1 레지스터에 기억된 소정의 샘플치로 갱신하거나 또는 갱신하지 않는 처리 내용을 

결정하는 부호 판정부, 및

상기 부호 판정부의 결정에 기초하여 상기 연산식에 따라 상기 위상 오차를 구하는 연산부

를 포함하는 PLL 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상태는 부호 패턴이 정상(正常)이라는 상태, 부호 패턴이 이상(異常)

이라는 상태 및 부호 패턴이 상기한 어느 하나가 미정이라는 상태 중 어느 하나인 PLL 회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신호가 2T 패턴이고, 상기 위상 오차를 구하기 위한 연산식이 위상 오차 = {Smpl + 

(- +) - Smpl + (+ -)} + {Smpl - (- +) - Smpl - (+ -)}(단,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가 마

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할 때의 플러스 샘플치,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

너스로 변화할 때의 플러스의 샘플치,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

할 때의 마이너스의 샘플치, Smpl - (+ -)는 샘플링한 디지털 신호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할 때의 마

이너스의 샘플치를 나타낸다)인 PLL 회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 패턴이 「+ - + -」 또는 「- + - +」일 때는 샘플치의 부호의 변화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부호 판정부는 위상 오차의 갱신 처리를 행하지 않은 PLL 회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 판정부는, 상기 부호 패턴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에만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를 소정의 샘

플치로 갱신하는 PLL 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 패턴이 「+ + - -」 또는 「- - + +」 또한 상기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간주되는 「

+ - + +」 또는 「- + - -」 또한 이 유사 패턴과 위상이 어긋난 패턴일 때는 최신 2개의 샘플치 간에서 부호의 변

화가 없는 경우라도 상기 연산식의 입력치를 미리 정해진 샘플치로 갱신하는 PLL 회로.

청구항 12.
제1, 2, 4, 5, 6, 7, 8, 9, 10, 11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PLL 회로,

상기 A/D 변환기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복수의 샘플치에 대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의 오

프셋을 검출하는 오프셋 검출 수단, 및

상기 오프셋 검출 수단으로 검출한 오프셋을 상쇄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신호를 상기 A/D 변환기의 입력측에 공

급하는 오프셋 소거 수단

을 포함한 PLL 회로.

청구항 13.
제3항에 기재된 PLL 회로,

상기 A/D 변환기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복수의 샘플치에 대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의 오

프셋을 검출하는 오프셋 검출 수단, 및

상기 오프셋 검출 수단으로 검출한 오프셋을 상쇄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신호를 상기 A/D 변환기의 입력측에 공

급하는 오프셋 소거 수단

을 포함한 PLL 회로.

도면



등록특허  10-0399701

- 10 -

도면1



등록특허  10-0399701

- 11 -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399701

- 12 -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399701

- 13 -

도면6



등록특허  10-0399701

- 14 -

도면7



등록특허  10-0399701

- 15 -

도면8



등록특허  10-0399701

- 16 -

도면9



등록특허  10-0399701

- 17 -

도면10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399701

- 18 -

도면13

도면14

도면15



등록특허  10-0399701

- 19 -

도면1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