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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니버셜 필터

요약

본 발명은 유니버셜 필터에 관한 것이다. 공지된 선행기술의 유니버셜 필터는 상대적으로 비싼 회로구조 
또는 간접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단하고 값싼 회로구성을 갖는 유니버셜 필터를 구성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세개의 입력(Vh,Vb,V1)과 하나의 출력(Vout)을 가진 4개의 필터구조인 유니버셜 필터
는  다음의:  -입력(V1)은  증폭율(gm1)인  제1상호  인덕턴스  증폭기(Gm1)의  비반전  입력과  연결되고; 
-입력(Vb)은 캐패시터(mCO)를 통하여 상호 콘덕턴스 증폭기(Gm1)의 출력과, 증폭률(gm2)인 제2상호 콘덕
턴스 증폭기(Gm2)의 비반전 입력과, 캐패시터((1-m)CO)와 연결되고; -입력(Vh)은 캐패시터(CO)를 통하여 
상호 콘덕턴스 증폭기(Gm2)의 출력과, 고입력 저항을 가진 전압 폴로워(follower)의 입력과, 피드벡 캐
패시터(1CO)와 연결되고; -출력(Vout)은 전압 폴로워의 출력과 두 상호 콘덕턴스 증폭기(Gm1,Gm2)의 반
전입력과, 캐패시터((1-m)CO)와, 캐패시터(1CO)에 그 출력이 연결된 증폭률 k인 증폭기(K)의 입력에 연
결되고; -입력(Vh,Vb,V1)의 입력구조에 따라 유니버셜 필터는 고주파 통과필터 또는 저주파 통과필터 또
는 대역통과필터 또는 대역제거 필터(트랩필터) 또는 전역통과 필터 또는 다른 능동필터 중 하나로 설계
되고; -매개변수(gm1,gm2,1,k)의 크기를 정함에 따라 특성, 에지 경사도(edge steepness), 중심 주파수, 
증폭률과 같은 여러가지 필터 특징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회로는 텔레비젼 수신기, 특히 다중방식 텔레비젼 수신기, 무선 수신기에 응용된다.

(제2도)

대표도

도2

명세서

[발명의 명칭]

유니버셜 필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유니버셜 필터를 도시한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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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세개의  입력(Vh,  Vb,  Vl)과  하나의  출력(Vout)을  가진  4개의  필터구조인  유니버셜  필터에  있어서, 
-입력(Vl)은 증폭율(gml)인 제1상호 인덕턴스 증폭기(Gml)의 비반전 입력과 연결되고; - 입력(Vb)은 캐
패시터(mCO)를  통하여  상호  콘덕턴스  증폭기(Gml)의  출력과,  증폭률(gm2)인  제2상호  콘덕턴스 
증폭기(Gm2)의 비반전 입력과, 캐패시터((1-m)CO)와 연결되고; - 입력(Vh)은 캐패시터(CO)를 통하여 상
호 콘덕턴스 증폭기(Gm2)의 출력과, 고입력 저항을 가진 전압 플로워(follower)의 입력과, 피드벡 캐패
시터(1CO)와 연결되고; - 출력(Vout)은 전압 플로워의 출력과 두 상호 콘덕턴스 증폭기(Gml,Gm2)의 반전
입력과, 캐패시터((1-m)CO)와, 캐패시터(1CO)에 그 출력이 연결된 증폭률 k인 증폭기(K)의 입력에 연결
되고; - 입력(Vh, Vb, Vl)의 입력구조에 따라 유니버셜 필터는 고주 통과 필터 또는 저주파 통과필터 또
는 대역통과 필터 또는 대역제거 필터(트랩필터) 또는 전역통과 필터 또는 다른 능동필터 중 하나로 설
계되고; - 매개변수(gm1, gm2, m, l, k)의 크기를 정함에 따라 특성, 에지 경사도(edge steepness), 중
심 주파수, 증폭률과 같은 여러가지 필터 특징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셜 필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유니버셜 필터의 출력은

이고 여기서, P0=gm1/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셜 필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유니버셜 필터는 집적회로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버셜 필터.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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