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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

제2도는 써라운드 디코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

제3도는 종래의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를 도시한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6,27,28 : 입력단자                           29,30 : 가산 증폭회로

31 : 반전 증폭회로                              34 : 절환 스위치

35,36 : 콘덴서                                    39,40,41 : 출력단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돌비ㆍ프로로직ㆍ써라운드ㆍ디코더에  사용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
히 특성이 좋고, IC(직접회로)화에 적화한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국  소화  63년  6월  27일자의  닉께이  엘렉트로닉스  제88페이지  및  제89페이지에는,  미합중국 
Dolby  Laboratories  Licensing  Corp.  가  제안한  돌비ㆍ프로로직ㆍ써라운드ㆍ시스템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상기  시스템은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좌우 스테레오신호(L T  및 RT )가  인가되는 

좌우  입력단자(1  및  2),  상기  좌우 스테레오신호(L T  및 RT )를 가산해서합신호C'(=LT+RT )를  작성하는 

제1가산회로(3),  상기  좌우 스테레오신호(L T  및 RT )를  감산해서  차신호 S'(=LT-RT )를  작성하는 감산회

로(4),  상기  좌우 스테레오신호(L T 및 RT )의  레벨을  각각  검파하는  제1  및  제2검파회로(5  및  6), 상

기 합 및 차신호 C'  및 S'의 레벨비을 각각 검파하는 제3 및 제4검파회로(7 및 8),  상기 제1 및 제2
검파회로(5  및  6)의  출력신호  레벨비를  검출하는  제1레벨비  검출회로(9),  상기  제3  및 제4검파회로
(7  및  8)의  출력신호  레벨비를  검출하는  제2레벨비  검출회로(10),  상기  제1  및  제2  레벨비 검출회로
(9  및  10)의  출력신호에 따라서 상기 좌우 스테레오신호(L T  및 RT )의  레벨을 제어하는 VCA(전압  제어 

증폭기)(11),  및  상기  좌우  스테레오신호와  VCA(11)의  출력신호를  선택  가산하고,  좌우  스테레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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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신호(L  및  R)와  센터  출력신호(C)와  써라운드  출력신호(S)를  발생시키는  제2가산회로(12),  상기 
좌우  스테레오  출력신호(L  및  R)와  센터  출력신호(C)를  모드에  따라서  절환하는  센터  모드 콘트롤회
로(13),  상기  써라운드  출력신호(S)에  대해서  지연이나  잡음  제거  등의  신호  처리를  행하는  패시브 
디코더(14)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2도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음의  정위(定位)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한  방향성  강조라고  하는  신호  처리가  달성되고,  청취자에게  현장감  있는  음향을 제공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형  텔리비젼의  음성  신호  처리에  적용해서  효과가  있고,  시청자에 
대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는  노말  모드,  팬텀(phantom)  모드,  및  와이드  모드간의  모드 
절환을  행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고,  노말  모드에  있어서는  센터  출력신호(C)의  저역성분만이  좌우 
스테레오  출력신호(L  및  R)에  가산된다.  또한,  팬텀  모드에  있어서는  센터  출력신호(C)의  전역이 좌
우  스테레오  출력신호(L  및  R)에  가산된다.  또한,  와이드  모드에  있어서는,  가산이  행해지지  않고, 
좌우 스테레오 출력신호(L 및 R)가 그대로 발생한다.

제3도는  종래의  상기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의  한  예를  도시하는  회로도로,  좌우  입력단자(15  및 
16)에  인가되는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L  및  R)는  각각  직접  제1  및   2가산회로(17  및  18)에 인가
된다.  또한,  센터  입럭단자(19)에  인가되는  센터  입력신호는  저역통과필터(20)  또는 고역통과필터
(21)을  통과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제1  및  제2절환  스위치(22  및  23)의  단자에  전달되고,  제1절환 
스위치(22)를  통과한  신호는  감쇠회로(24)에  인가되고,  이  감쇠회로(24)에서  3dB  감쇠된  후,  상기 
제1  및  제2  가산회로(17  및  18)에  인가된다.  한편,  제2절환  스위치(23)을  통과한  신호는  센터 출력
단자(25)에 센터 출력신호(Co)로서 도출된다. 

여기에서  모드마다의  좌우  스테레오  출력신호(Lo  및  Ro)와  센터  출력신호(Co)와의  상태에  대해서 설
명한다.

노말  모드에  있어서는  저역통과필터(20)의  출력신호가  제1절환  스위치(22)  및  감쇠회로(24)를 통해
서  제1  및  제2가산회로(17  및  18)에  인가된다.  그  결과,  좌  스테레오  출력신호(Lo)는  좌  스테레오 
입력신호(L)과  고역  차단  센터 입력신호(CL )과의  가산신호로  되고,  우  스테레오  출력신호(Ro)는  우 

스테레오  입력신호(R)와  고역  차단  센터 입력신호(CL )과의  가산신호로  되고,  센터  출력신호(Co)는 

고역  센터 입력신호(CH )로  된다.  또한,  팬텀  모드에  있어서는  센터  입력신호(C)가  감쇠회로(24)를 

통해서  제1  및  제2가산회로(17  및  18)에  인가된다.  그  결과,  좌  스테레오  출력신호(Lo)는  (L+C)로 
되고,  우  스테레오  신호(Ro)는  (R+C)로  된다.  또한,  와이드  모드에  있어서는  제1절환  스위치(22)가 
개방상태로  됨과  동시에,  제2절환  스위치  스테레오(23)이  센터  입력신호(C)를  선택하므로,  좌우 스
테레오  입력신호(L  및  R)가  그대로  좌우  스테레오  출력신호(Lo  및  Ro)로  되고,  또한  센터 출력신호
(Co)가 센터 입력신호(C)와 균등하게 된다.

따라서, 제3도의 회로를 사용하면, 센터 모드 콘트롤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3도의  회로는  저역통과필터(20)  및  고역통과필터(21)을  필요로  하고,  이들  필터의 특성
을  맞추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또한,  IC화를  행할  경우,  저역통과필터(20), 고역
통과필터(21),  제1  및  제2절환  스위치(22  및  23)을  IC에  외부  부착해서  배치해야  하고,  외부  부착 
핀 수가 증가하는 등, IC화에 부적합한 것이었다.

본  발명은  전술한  점에  비추어  된  것으로,  센터  입력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  이  증폭부의  입력단에 
접속된  절환  스위치,  및  이  절환  스위치에  의해서  절환되는  콘덴서를  구비하고,  상기  절환  스위치를 
절환 제어함으로써 모드 절환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증폭부의  입력단에  접속된  절환  스위치를  절환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드  절환을 
행할 수  있다.  그  경우,  상기 절환 스위치를 노말 위치로 절환하면,  증폭부의 입력단에 센터 입력신
호의  고역성분만을  접지하는  콘덴서가  접속되므로,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에  센터  입력신호의 저역
성분만을  가산할  수  있다.  또한,  절환  스위치를  팬텀  위치로  절환하면,  증폭부의  입력단에  센터 입
력신호의  고역성분만을  접지하는  콘덴서가  접속되므로,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에  센터  입력신호의 
저역성분만을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절환  스위치를  팬텀  위치로  절환하면,  증폭부의  입력단이 개방
상태로  되기  때문에,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에  센터  입력신호의  전역을  가산할  수  있다.  또한, 절
환  스위치를  와이드  위치로  절환하면,  증폭부의  입력단에  센터  입력신호의  전역을  접지하는 콘덴서
가  접속되므로,  가산이  행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증폭부의  입력단에  접속된 
절환 스위치를 절환할 뿐만 아니라 3개의 모드 선택을 행할 수 있다.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로,  (26)은  좌  스테레오  입력신호(L)가  인가되는 제1
입력단자,  (27)은  센터  입력신호(C)가  인가되는  제2입력단자,  (28)은  우  스테레오  입력신호(R)가 인
가되는  제3입력단자,  (29)는  상기  좌  스테레오  입력신호(L)와  센터  입력신호(C)와의  가산을  행하는 
제1가산  증폭회로,  (30)은  상기  우  스테레오  입력신호(R)와  센터  입력신호(C)와의  가산을  행하는 제
2가산  증폭회로,  (31)은  정  및  부  입력단자가  각각의  저항(32  및  33)을  통해서  제2입력단자(27)에 
접속된  반전  증폭회로,  (34)는  이  반전  증폭회로(31)의  정  입력단자에  접속된  절환  스위치,  (35)는 
이  절환  스위치(34)의  제2고정단자에  접속되고,  센터  입력신호의  고역성분을  접지하는  제1콘덴서, 
및  (36)은  상기  절환  스위치(34)의  제3고정단자에  접속되고,  센터  입력신호의  전역을  접지하는  제2 
콘덴서이다. 

현재,  절환  스위치(34)의  가동  접점이  제2고정  접점에  접속되고,  노말  모드의  선택이  행해지고 있다
고  하면,  센터  입력신호의  전부가  저항(32)를  통해서  반전  증폭회로(31)의  부  입력단자에  인가됨과 
동시에,  상기  센터  입력신호의  저역성분만이  반전  증폭회로(31)의  정  입력단자에  인가된다.  그때, 
상기  반전  증폭회로(31)의  부  입력단자와  출력단자와의  사이에는  귀환  저항(36)이  접속되어  있기 때
문에,  상기  반전  증폭회로  (31)은  부  귀환  증폭회로로서  동작하고  제2출력단자(39)에  반대극성의 센
터  입력신호 고역성분(CH )이  발생한다.  상기  반대극성의  센터  입력신호  고역성분은  가산  저항(3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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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에  의하여  센터  입력신호와  가산되므로,  결과로서  센터  입력신호 저역성분(CL )이  제1가산 증폭회

로(29)에  인가되고,  좌  스테레오  입력신호(L)와  가산된다.  그  결과,  제1출력단자(40)에는  좌 스테레
오  입력신호(L)와  센터  입력신호 저역성분(CL )과의  합신호 Lo(=L+CL )가  발생한다.  동일하게, 제3출력

단자(41)에는  우  스테레오  입력신호(R)와  센터  입력신호 저역성분(CL )의  가산신호 Ro(=R+CL )가 발생

한다.

따라서,  노말  모드  있어서는,  센터  입력신호의  저역성분이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에  가산되게 
되고,  특히  센터  스피커로서  저음이  나오지  않는  소형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  저역보상을  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절환  스위치(34)의  가동  접점이  제1고정  접점에  접속되고,  팬텀  모드의  선택이 행해졌다
고  하면,  센터  입력신호가  반전  증폭회로(31)의  정  및  부  입력단자에  동시에  인가되고,  상기  반전 
증폭회로(31)의  출력단자에는  출력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센터  입력신호(C)는  각각의 
가산  저항(37,38,42  및  43)을  통해서  제1  및  제2가산  증폭회로(29  및  30)에  인가되고,  좌우 스테레
오  입력신호(L  및  R)와  가산된다.  그  결과  제1출력단자(40)에  좌  스테레오  입력신호(L)와  센터 입력
신호(C)와의  합신호  Lo(=L+C)가,  제3출력단자(41)에  우  스테레오  입력신호(R)와  센터 입력신호(C)와
의 합신호 Ro(R+C)가 각각 발생하고, 제2출력단자(39)에는 출력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팬텀  모드에  있어서는,  센터  입력신호가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에  가산되게  되고,  특히 센
터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모드로 된다.

또한,  절환  스위치(34)의  가동  접점이  제2고정  접점에  접속되고,  와이드  모드의  선택이  행해졌다고 
하면,  센터  입력신호가  반전  증폭회로(31)의  부  입력단자에만  인가되고,  상기  반전  증폭회로(31)의 
출력단자에,  센터  입력신호의  반전신호가  얻어진다.이  반전신호는  가산  저항(37,38,42  및  43)에 의
하여  센터  입력신호에  가산되므로,  상쇄되어  버린다.  그로  인해,  제1  및  제2가산  증폭회로(29  및 
30)에는, 각각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L 및 R)가 출력신호(Lo 및 Ro)로서 발생한다.

또한, 제2출력단자(39)에는 센터 입력신호(C)가 출력신호(Co)로서 발생한다.

따라서,  와이드  모드에  있어서는,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L  및  R)와  센터  입력신호(C)가  각각  좌우 
스테레오  출력신호(Lo  및  Ro)와  센터  출력신호(Co)로서  스피커에  인가되게  되고,  정상적인  써라운드 
시스템이 구성된다.

제1  및  제2가산  증폭회로(29  및  30)에서  가산을  행할  경우,  가산시의  음량  증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L  및  R)에  대해서  센터  입력신호(C)의  레벨이  3dB  저하되어  가산된다. 이것
은,  제1  및  제2가산  증폭회로(29  및  30)의  귀환  저항(44  및  45)와  가산  저항(37,38,42  및  43)과의 
비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행해진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센터  입력신호를  가공해서  가산을  위한  신호를 발생시킴
에  있어서,  고역통과형의  반전  증폭회로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특성  설정이  용이하게  되고, 변
동이 적은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IC화에 있어서,  증폭부의 입력단자를 외
부 부착 핀으로서 도출하고,  그곳에 절환 스위치를 접속할 뿐만 아니라 모드 절환을 행할 수 있으므
로, 본 발명에 관련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는 IC화에 적합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센터  입력신호의  저역성분을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에  가산하는  노말  모드,  상기  센터  입력신호의 
전역을  좌우  스테레오  입력신호에  가산하는  팬텀  모드,  및  상기  센터  입력신호를  좌우  스테레오 입
력신호에  가산하지  않는  와이드  모드의  3개의  모드  절환을  행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에  있어서, 
상기  센터  입력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  상기  증폭부의  입력단에  접속된  절환  스위치,  및  상기  절환 
스위치에  의하여  절환되는  콘덴서를  포함하고,  상기  콘트롤  회로가  상기  절환  스위치를  절환 제어함
으로써 상기 3개의 모드 절환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부는  정  및  부  입력단자와  출력단자를  구비하고,  상기  절환  스위치는 상
기  정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상기  정  입력단자를  개방상태,  고역통과  콘덴서로의  접속상태  및 저역
통과 콘덴서의 접속 상태로 절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

청구항 3 

좌 신호 통로와 센터신호 통로 및 우 신호 통로, 상기 센터 신호 통로에 삽입된 고역통과 반전 증폭
부,  이  증폭부의  입력신호와  출력신호  및  좌  신호  통로에  인가되는  좌  스테레오  입력신호를 가산하
는  제1가산회로,  상기  증폭부의  입력신호와  출력신호  및  우  신호  통로에  인가되는  우  스테레오 입력
신호를  가산하는  제2가산  회로,  및  상기  증폭부의  출력신호가  고역통과  신호,  전역신호  및  영 신호
로 되도록 절화되는 절환 스위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는 단일 집적 회로 내에 형성되고,  상기 절
환  스위치는  상기  집적  회로의  외부  부착  핀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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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는 단일 집적 회로 내에 형성되고,  상기 절환 스위치는 
상기 집적 회로의 외부 부착 핀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터 모드 콘트롤 회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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