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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qualizer compensates a signal distorted by transmission lines and amplifying stages, so the signal can 

have uniform characteristics over all frequency range. The equalizer in ODD(Optical Disc Drive) improves the stability of 

the extracted clock from a received signal and the readability of an inserted disc by suppressing noise and 

ISI(Inter-Symbol Inference). The length of marks-spaces and track pitch on discs becomes shorter as the recording 

density of an optical media is higher, which causes noise and ISI. And, the sensitivity about the fluctuation of physical 

systems is higher as the optical devices become more complicat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select the coefficient 

of built-in equalizer of ODD in order to maintain the quality of signals against noise and ISI caused by system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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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체의 기록 도가 높아짐에 따라 디스크에 기록된 마

크-스페이스(Marks-spaces)의 길이와 트랙간 거리(Track 

Pitch)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림 1과 같이 CD나 DVD에 비

해, BD는 이  빔의 스팟(Spot) 크기가 0.58um인데 비해 

트랙간 거리는 0.32um, 신호성분인 2T-8T의 마크-스페이스

의 길이는 149-596nm로서 이  빔이 연속한 마크-스페이

스  이웃한 트랙에 걸치게 되면 부호간 간섭과 잡음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4].

이러한 부호간 간섭과 잡음에 의한 신호의 왜곡을 보상하

기 해,  디스크 드라이 에는 4-탭 횡형 필터 타입의 

등화기가 내장되어 있다. 등화기는 필터의 계수를 조정하여 

상 으로 부호간 간섭이나 잡음의 향을 많이 받는 2T

에서 4T사이의 고주  신호를 보상한다. 필터계수가 무 

작으면 진폭이 작은 2T-4T 신호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

고, 필터계수가 무 크면 2T보다 높은 고주  잡음이 유입

되어 신호 품질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의 품

질을 확보하기 해 한 필터계수의 선정이 요구된다[6].

기존의 순차검색에 의한 필터계수 선정 방법은 계수를 일

일이 바꿔가다 지터그래 에서 가장 낮은 지터값에 해당하

는 계수를 선택한다. 이 때, 계수가 지터그래 의 가장자리

에서 선택되는 경우, 시스템의 환경변화에 의한 지터그래

의 천이에 의해 지터가 격히 나빠질 수 있다. 격한 지

터의 열화에 의해 PLL(Phase Locked Loop, 상 동기 루

)의 잠 이 풀려 수신신호로부터 클럭을 추출할 수 없거

나 심지어 서보가 떨어져 시스템이 정지될 수도 있다.

그림 1 CD, DVD, BD의 트랙간 거리, 최소 피트 길리  

장용량

Fig. 1 The track pitch, minimum pit length, and capacity of 

CD, DVD, and BD

본 논문은 격한 지터의 열화를 방지하여 수신신호의 품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등화기의 필터계수 선정방법

을 제안한다. 한, 아이패턴(Eye Pattern), 상  지터 값 그

리고 PLL에 의해 추출된 클럭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

이 기존의 방법보다 우월함을 실험 으로 보인다.

2. 기존의 등화기 필터계수 선정방법

픽업을 통해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읽어 들일 때 잡음

이나 부호간 간섭에 의한 왜곡이 없다면, PLL에 의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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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클럭을 이용해 원 신호를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다. 그

림 2는 왜곡이 없는 이상 인 신호복원 과정으로서, 디스크

에 기록된 마크-스페이스,  검출기에 의한 아날로그 신호, 

복원된 이진신호 그리고 추출된 클럭을 나타낸다[4].

그러나, 디스크로부터 읽어 들인 신호는 디스크의 불완

성  픽업과 채 의 특성에 의해 왜곡된다. 학  교란을 

최소화하기 디스크와 픽업에 매우 높은 정 도가 요구되지

만 실제 디스크는 두께의 평탄도가 일정하지 않고, 무게 심

과 회 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포커싱과 트래킹 

서보의 요동을 래하여 잡음을 일으킨다. 한편, 기록 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빔의 스팟 크기에 비해 디스크에 기

록된 마크-스페이스의 길이는 짧아지고 이웃한 트랙간 거리

도 좁아진다. 이  빔의 스팟이 연속된 마크-스페이스 

는 이웃한 트랙에 걸치게 되면 부호간 간섭을 일으킨다.

  

그림 2 이상 인 신호복원 과정

Fig. 2 The ideal procedure of recovery of the original signal

  

이러한 잡음과 부호간 간섭은 신호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서 지터를 이용해 정량 으로 표시된다. 지터는 신호가 기

(Slice Level)을 통과하는 시간의 표 편차를 의미하며, 

일반 으로 시간의 표 편차 를 단  클럭 시간 T로 나  

상  지터값 J를 사용한다[6].

                   

×   (1)

 디스크 드라이 는 내장된 TIA(Time Interval 

Analyzer)에 의해 측정된 상  지터값을 이용하여 잡음과 

부호간 간섭의 정도를 단하고, 지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등화기를 조정한다. 이 때, 등화기는 그림 3과 같은 4-탭 횡

형 필터로 구 되어 있으며 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2)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등화기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필터계수 r이며, 이 필터계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고주  

역에서 더 큰 보상이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필터계수가 

무 작으면 신호가 분포하는 주 수 역에 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지터가 나빠지고, 필터계수가 무 크면 잡음

이 분포하는 고주  역이 지나치게 보상되어 역시 지터가 

나빠진다. 따라서, 한 필터계수의 선정은 수신신호의 품

질을 확보하기 해 무엇보다 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필터계수 선정방법은 모든 계수값에 해 일일이 

지터값을 측정하고, 그  가장 작은 지터값을 가지는 계수

를 선택하는 순차검색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림 4의 지터 

1의 경우, 순차검색에 의해 필터계수는 지터값이 가장 작은 

32로 선택된다. 그러나, 디스크의 물리  변동 는 서보의 

변동 등 시스템의 환경변화에 의해 지터그래 가 그림 4의 

지터 2와 같이 천이되면, 앞서 선정된 필터계수 32에서의 지

터값이 격히 나빠진다. 이와 같이 지터가 갑자기 열화되면 

PLL의 잠 이 풀려 수신신호로부터 클럭을 원활하게 추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서보가 떨어져 시스템이 정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터그래 의 천이에 강

인하게 응할 수 있는 필터계수 선정방법이 요구된다.

그림 3 4-탭 횡형 필터 등화기

Fig. 3 4-tap transversal filter type equalizer

 

그림 4 지터그래  천이에 의한 지터의 열화

Fig. 4 The degeneration of jitter by the shift of jitter graph

3. 제안하는 등화기의 필터 계수 선정방법

지터그래 의 천이에 의한 격한 지터의 열화를 방지하

기 해 황 분할법을 이용한 등화기 필터계수 선정방법을 

제안한다. 황 분할법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을 차례

로 제거해 가면서 검색구간을 서서히 좁 나가는 방법이다

[1,3]. 상함수가 이고 검색구간이  일 때, 구간 내

에서 함수의 유일한 극소치가 에서 발생한다고 하자. 주

어진 분할비율     에 해, 최  검색구간 에서 측

정지 은 다음과 같다.

                      

    
(3)

 

  만약, ≥ 이면 극소치가 발생하는 는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검색 구간은  

이고, 새로운 측정지 은 다음과 같다.

                ′   
′    

(4)

 한편, 최  검색구간에서  이면 극소치가 발생

하는 는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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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구간은   이고, 새로운 측정지 은 식 (5)와 같다.

                ′    
′      

(5)

 매 반복 때마다 검색구간의 길이는  의 비율만큼 감

소한다. 최소치의 존재지 에 한 허용오차를 라 하면, 

  
 ≤ 를 만족하는 최 의 번 반복 후 검색

이 종료된다[2].

황 분할법을 용하기 해서는 상함수가 검색구간 내

에서 단  함수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지터그래 에서는 

잡음 는 측정오차에 의한 국소 인 극소값이 존재할 수 

있다. 황 분할법은 이러한 국소 인 극소값을 지나치고 

역 인 극소값을 찾아가므로 실제 용에 있어 국소 인 극

소값이 선택될 우려는 없다[5]. 황 분할법의 반복 횟수가 

충분히 크면, 순차검색과 같이 지터그래 의 최소값으로 수

렴하므로 지터마진을 확보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정해

진 횟수만큼 검색을 반복한 후 강제 종료한다. 그리고, 실제 

필터계수는 1A부터 39까지의 이산값이므로 각 측정지 을 

결정할 때, 식 (3)과 (4)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 ⌉
 ⌈  ⌉

(6)

               ′ ⌈  ⌉
′ ⌈ ⌉

(7)

이 때, ⌈⌉는 를 넘지 않는 최  정수이다.

그림 5 황 분할법에 의한 필터계수 선정 과정

Fig. 5 Selecting the coefficient of filter by golden section 

search

그림 5와 같이, 첫 번째 검색 구간은 필터계수 구간인 

 이며, 분할비율   에 해 측정지 은 1A, 24, 

2E, 39이다. 여기서,     ≥   이므로 두 번

째 검색구간은  이다. 두 번째 검색구간의 측정지  

24, 2B, 32, 39에 해 ′   ≥ ′  이므로 세 
번째 검색구간은  이다. 세 번째 검색구간의 측정지  

2B, 30, 35, 39에 해 ″    ″  이므로 최
종 필터계수는 30으로 결정되고 검색이 종료된다.

기존의 순차검색에 비해, 황 분할법을 이용해 필터계수

를 선정하면 그림 6과 같이 동일한 지터그래 의 천이에 

해 훨씬 작은 지터변동을 보인다. 즉, 순차검색에 의해 선정

된 32보다 넓은 지터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지터그래  천

이에 한 민감도를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의 물리

 변동  서보의 변동 등 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해 

격한 지터의 열화를 방지하여 안정 인 신호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6 순차검색( 란색)과 황 분할법(빨간색)을 이용한 필

터계수 선정과 지터그래  천이에 한 민감도

Fig. 6 The sensitivity about the shift of jitter graph by 

sequential search(blue arrows) and golden section 

search(red arrows)

4.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수신신호의 아이패턴, 평균 지터값, 그리고 

PLL에 의해 추출된 클럭의 품질을 통해 기존의 순차검색과 

제안한 황 분할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그림 7 순차검색(왼쪽)과 황 분할법(오른쪽)에 의한 신호의 

아이패턴

Fig. 7 The resulting eye patterns by sequential search(left) 

and golden section search(right)

그림 7은 각각 순차검색과 황 분할법을 용한 결과, 아

날로그 수신신호의 아이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7의 선

명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황 분할법에 의한 등

화기 필터계수 선정방법이 기존의 순차검색에 의한 방법보

다 우월하다. 다만, 아이패턴의 선명도는 신호의 품질을 가

늠하는 직 인 지표로는 유용하지만 정량 인 값을 제시

하지는 않으므로, 객 인 단을 해서는 상  지터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림 8은 각각 순차검색과 황 분할법을 

용한 결과, 디스크의 일정 구간에서 신호의 평균 상 지터

값를 측정한 것이다. 황 분할법의 경우 약 4.76%로서 순차

검색의 약 9.39%보다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순시 지

터의 최소값을 추구하는 순차검색보다 지터의 안정성을 추

구하는 황 분할법이 체 인 신호품질의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 다. 

신호의 지터가 개선된다는 것은 신호가 기 을 통과하

는 시간의 편차가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터

가 양호한 신호일수록, PLL을 이용하여 그 신호로부터 추출

한 클럭은 보다 안정 이다. 그림 9의 와 아래는 각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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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순차검색(왼쪽)과 황 분할법(오른쪽)에 의한 신호의 

평균 지터

Fig. 8 The average jitters by sequential search(left) and 

golden section search(right)

차검색과 황 분할법을 용한 수신호신부터 추출한 클럭이

다. 기존의 순차검색을 용한 경우, 지터그래 의 천이에 

의해 지터가 격히 열화되면 필터계수를 재설정하여 양호

한 지터값을 회복하는 동안, 수신신호로부터 추출된 클럭은 

불안해진다. 반면, 제안한 황 분할법을 용한 경우, 지터의 

격한 열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으므로 수신신호로부터 

추출된 클럭은 비교  안정 이다. 이와 같이 안정 인 클

럭은 신호복원 시, 정확한 샘 링 시간을 제공하므로  디

스크 드라이 의 가독성(Readability) 향상에 기여한다.

그림 9 순차검색( )과 황 분할법(아래)에 의한 신호로부터 

추출된 클럭

Fig. 9 The extracted clock signals by sequential 

search(upper) and golden section search(lower)

5. 결  론

 디스크 드라이 에 내장된 등화기의 필터계수를 선정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순차검색을 이용한 

필터계수 선정방법은 시스템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터그래

의 천이로 지터가 격히 열화될 험성이 있었다. 격한 

지터의 열화는 PLL의 풀림 는 포커싱  트래킹 서보의 

실패를 수반하므로, 복원된 신호의 오류발생률 증가, 재생 

끊김, 재생 정지 등  디스크 드라이 의 성능을 하시켰

다. 제안한 황 분할법을 이용한 필터계수 선정방법은 지터

마진을 확보하여 지터그래 의 천이에 한 시스템의 민감

도를 완화시키므로, 격한 지터의 열화를 방지하고 시스템

의 가독성과 강인성 향상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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