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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장치와 제어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 신호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 계산과
정을 위한 구조를 구현하도록 한 디지탈 신호처리과정의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장치 및 제어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DIT(Decimation in Time) 알고리듬으로 부터 이루어지는 FFT 계산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멀티플라이어(multiplier)와 두개의 가감산 연산기, 네개의 누산기(accumulator)(X0,X1,X2,X3)로 이루어
지는 MAC(multiply - and - accumulate) 구조로써, 그 계산구조에 있어 버터플라이의 계산구조를 간단히 
하도록 하여,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전체적인 계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구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IT(decimation  in  time)  알고리듬으로  부터  얻어지는  8-포인트(point)  FFT(Fast  Fourier 
Transform) 계산 신호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상기 도 1에서의 버터플라이(butterfly)의 계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1의 FFT 계산 알고리듬을 나타낸 플로우챠트.

도 4는 본 발명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5는 도 4의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기본 개념적으로 나타낸 제어도표.

도 6은 도 4의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실제 각부출력진행상태로 나타낸 제어도표.

도 7은 도 4의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루프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나타낸 제어도표.

도 8은 도 4에서 위상각 q가 0일 경우에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기본 개념적으로 나타낸 제어도표.

도 9는 도 4에서 위상각 q가 0일 경우에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실제 각 부 출력 진행상태로 상세하게 나
타낸 제어도표.

도 10은 도 4에서 위상각 q가 0이며, 루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나타낸 제어도표.

도 11은 도 4에서 위상각 q가 π/2일 경우에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기본 개념적으로 나타낸 제어도표.

도 12는 도 4에서 위상각 q가 π/2일 경우에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실제 각 부 출력 진행상태로 상세하게 
나타낸 제어도표.

도 13은 도 4에서 위상각 q가 π/2이며, 루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각 클록별 제어과정을 나타낸 제어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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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신호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 계산과
정을 위한 구조를 구현하도록 한 디지탈 신호처리과정의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장치 및 제어방법에 관
한 것이다.

디지탈 신호처리(DSP; Digital Signal Processing)를 위해서는 FFT 계산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이란 서로다른 주파수의 정현파의 중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함수에 
대하여, 그 시간함수에 포함되는 각 주파수 성분의 크기를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인데, 신호 해석, 
화상처리 등에 널리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FFT 알고리듬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DIT(Decimation-in-time) 알고리듬(algorithm)에 그 토대를 둔 것인 바, 

이러한 알고리듬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 도 2에서와 같은 버터플라이(butterfly)들을 기본 요소 삼
아 구성된다.

도 1은 DIT 알고리듬으로 부터 얻어지는 8-포인트(point) FFT 계산 신호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살펴보면, 버터플라이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버터플라이가 다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도 2에서 이와 같은 버터플라이 구조를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도  2에서와  같이,  버터플라이의  입력측으로  실수부와  허수부(j)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X[a]+jY[a], 
X[b]+jY[b]가 입력되면, 이들 값은 곱셈기(1)와, 각각의 합산기(2,3)를 거치면서, 박스(box)내의 식들의 
출력값 X'[a]+jY'[a]와 X'[b]+jY'[b]을 얻을 수 있게 된다.

FFT 계산 플로우 과정을 살펴보면, 버터플라이, 그룹(group), 스테이지(stage)의 3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데, 상기와 같은 도 2의 버터플라이 계산 과정을 반복진행하여 입력되는 디지탈 신호값에 대하여 FFT 변
환을 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은 FFT 변환은 도 3에서와 같은 순환 알고리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스테이지의 계산이 완료되면, FFT 계산에 의해 얻어지는 값들의 순서를 재정렬하게 
되는 바, 

다음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8-포인트 FFT의 경우를  예를 들면,

[표 1]

 입력 데이타  이진 어드레스  변환 데이타  이진 어드레스

     X(0)      000     X(0)      000

     X(1)      001     X(0)      100

     X(2)      010     X(0)      010

     X(3)      011     X(0)      110

     X(4)      100     X(0)      001

     X(5)      101     X(0)      101

     X(6)      110     X(0)      011

     X(7)      111     X(0)      111

상기 2진수로 표시되는 각 입력 어드레스와 FFT 계산을 거쳐 출력되는 이진 어드레스들을 살펴보면, 입력
되는 값들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출력되는 값들의 이진 어드레스는 그 역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입력되는 
값들에 대하여 비트 리저브드(역전) 어드레싱(bit-reserveed addressing)에 의해 재정렬시키면 올바른 출
력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이 DIT 알고리듬으로 부터 이루어지는 FFT 계산 구조에 있어서, 버터플라이의 계산
을 효율적으로 하므로써,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전체적인 FFT 계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구조를 제공하
고자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 4에서와 같은 장치를 제안하게 된다.

도 4는 도 1에서와 같은 DIT(Decimation-In-Time) FFT의 계산 구조를 구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실시예를 참조하여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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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각(q)에 대한 트위들 팩터스(twiddle factors)값의 실수부에 대한 어드레스를 [cosptr]저장하는 실수
저장부(10a)와 허수부에 대한 어드레스[sinptr]를 저장하는 허수저장부(10b)를 포함하는 계수 어드레싱 
레지스터(coefficient addressing registers)(10)와,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FFT 계수
를 출력하는 롬(ROM)(20)과, 변환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타 및 변환된 데이타의 어드레스[a,a0∼a4]를 저
장하는 데이타 어드레싱 레지스터(data addressing registers)(30)와, 입력되는 데이타 어드레스에 따라
서 읽어온 데이타를 출력하고, 변환된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램(data RAM)(40)과, 상기 롬(20)으로 
부터 출력된 FFT 계수를 일시 저장한 후 출력하는 m 레지스터(50)과, 상기 데이타 램(40)으로 부터 출력
된 데이타를 일시 저장한 후 출력하는 t 레지스터(60) 및 d 레지스터(70)와, 상기 m 레지스터(50)로 부터 
출력되는 FFT 계수와 t 레지스터(60)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승산하는 멀티플라이어(multiplier)(80)와, 
멀티플라이어(80)에서 연산된 결과를 일시 저장한 후 출력하는 p 레지스터(90)와, 

상기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된 승산결과값과 상기 d 레지스터(70)로 부터 출력되는 입력 데이타의 
가감연산 실행하여 연산결과를 해당 XO 레지스터(110) 및 X2 레지스터(120)에 저장하고, 상기 XO 레지스
터(110) 및 X2 레지스터(120)의 출력 데이타 즉, 이전 연산결과와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되는 데이
타와의 가감연산을 실행하는 연산기(100)와, 

상기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된 승산결과값과 상기 d 레지스터(70)로 부터 출력되는 입력 데이타의 
가감연산 실행하여 연산결과를 해당 X1 레지스터(140) 및 X3 레지스터(150)에 저장하고, 상기 X1 레지스
터(110) 및 X3 레지스터(12)의 출력 데이타 즉, 이전 연산결과와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되는 데이타
와의 연산을 실행하는 연산기(130)와,       

상기 XO 레지스터(110), X1 레지스터(120), X2 레지스터(140), X3 레지스터(150)에서 출력되는 값들의 그 
수치값을 제한하여 출력하는 수치값제한부(160)로 구성되며,

상기 각 부의 출력값들 및 상기 연산기(100)(130)의 논리연산의 제어는 진행되는 각 클럭(clock) 마다 제
어수단으로 부터 전달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제어되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이 제안하고 있는 장치는 버터플라이를 계산하게 되는 도 2에서
와 같은 수학식과 같은 값이 얻어질 수 있도록 상기 각 부의 출력 및 작용을 제어수단에서 각 클록(1∼
9)별로 도 5에서와 같이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도 5를 참조하여 기본적인 그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클록(1)에서 데이타 램(40)으로 부터 X[a]의 데이타를 출력하게 되어 d 레지스터(70)의 저장값은 
X[a]가 된다.

이후,  다음  클록(2)이  되면,  롬(20)에서는  cosq를  출력하게 되고,  따라서  m  레지스터(50)의  저장값은 
cosq가 된다.

또한, 데이타 램(40)에서는 X[b]가 출력되어 t 레지스터(60)에는 X[b]가 저장된다.

클록(3)이 되면, 상기 m 레지스터(50)와 t 레지스터(60)에서는 이들 값을 출력하게 되고, 멀티플라이어
(80)에서는 이들 출력값을 승산(m*t)하여 p 레지스터(90)에 저장하게 된다.

이때, 롬(20)에서는 계수값 sinq를 출력하게 되어, m 레지스터(50)에는 sinq가 저장되고, 데이타 램(40)
에서는 Y[b]가 출력된다.

그러므로 t 레지스터(60)에는 Y[b]가 저장된다.

다음 클록(4)이 되면, 연산기(100)에서는 상기 d 레지스터(70)와 p 레지스터(90)에서 출력되는 값을 가산
(d+p)하게 되고, 이 값을 XO 레지스터(110)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연산기(130)에서는 상기 d 레지스터(70)와 p 레지스터(90)에서 출력되는 값을 감산(d-p)하여 X1 레
지스터(140)에 저장하게 된다.

이때, 멀티플라이어(80)에서는 이전 클럭(3)에서 t 레지스터(60)와 m 레지스터(50)에 저장되어 있던 값 
sinq와 Y[b]을 승산하여 p 레지스터(90)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m 레지스터(50)에는 현재 클록(4)에서 롬(20)으로 부터 출력되는 cosq가 저장되고, d 레지스터
(70)에는 현재 클록(4)에서 데이타 램(40)으로 부터 출력되는 Y[a]가 저장된다.

클록(5)에서는 X0 레지스터(110)에 저장되어 있던, 연산기(100)의 연산결과인 X0를 누적값으로 하여 연산
기(100)에서 이로 부터 이전 클록(4)에서 p 레지스터(90)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감산(X0-P)하여 X0 레지
스터(110)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연산기(130)에서는 이전 클록(4)에 p 레지스터(90)에 저장되어 있던 값과 X1 레지스터(140)에 저
장되어 있던 값을 가산(X1+p)하여 X1 레지스터(140)에 저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m  레지스터(50)와  t  레지스터(60)에는  롬(20)과  데이타  램(40)으로  부터  출력되는 sinq, 
X[b]가 저장된다.

이후, 클록(6)이 되면, 수치값제한부(160)를 통해 반올림 및 포화 연산되어 출력되는   값들중에서 X0 레
지스터(110)에서 출력되는 값을 X'[a]로 둔다.

이때, 연산기(100)에서는 d 레지스터(70)에 저장출력된 값에서 p 레지스터(90)에 저장출력된 값을 감산
(d-p)하여 X2 레지스터(120)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연산기(130)에서는 d 레지스터(70)에 저장출력된 값과 p 레지스터(90)의 저장출력된 값을 가산
(d+p)하여 X3 레지스터(150)에 저장하게 된다.

여기서, p 레지스터(90)에는 m 레지스터(50)와 t 레지스터(60)로 부터 출력되는 sinq, X[b]가 승산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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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저장되어 진다.    

클록(7)이 되면, X1 레지스터(140)에서 출력되는 값을 X'[b]로 두고, 상기 X2 레지스터(120)에서 출력되
는 값으로 부터 상기 p  레지스터(90)에서 출력되는 값을 연산기(100)에서 감산(X2-p)하여 X2 레지스터
(12)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연산기(130)에서는 X3 레지스터(150)에서 출력되는 값과 p 레지스터(90)에서 출력되는 값을 가산
(X3+p)하여 X3 레지스터(150)에 저장하게 된다.

이후, 클록(8)이 되면, 상기 X2를 Y'[b]로 두고, 클록(9)에서 X3를 Y'[a]로 두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X'[a],X'[b],Y'[b],Y'[a]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들 값은 도 5의 
상부에 실행 수학식과 같이 나타나게 되므로써, 버터플라이 하나에 대한 계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도 6은 실제로 도 4에서와 같은 본 발명 장치에서 진행되는 각부의 제어도표이다.

여기서, 데이타 어드레싱 레지스터(30)의 a1은 X[a], a2는 X[b], a3는 Y[a], a4는 Y[b]의 어드레스를 갖
는다.

각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읽어와서  상기에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과정에  의해  구한 값
(X0,X1,X2,X3)을 각 클록(6∼9)에서 데이타 램(40)의 데이타를 dram[a]=X0,  X1,X2,X3로 설정하게 될때, 
하나 이전의 클럭 즉, 클록(5) 부터 어드레스 a를 a1,a2,a4,a3로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타 램(40)의 어드레스 a1,a2,a4,a3에 의해 지시되는 영역들은 상기와 같이 구한 X0,X1,X2,X3
의 값을 갖게 된다.

이때,  각  클록(5∼8)에서  원래의  어드레스  a1,a2,a3,a4는  1씩  증가시키게  된다.(a1=a1+1,  a2=a2+1, 
a3=a3+1, a4=a4+1)

또한, m 레지스터(50)는 실수저장부(10a)에서 출력되는 어드레스[cosptr] 및 허수저장부(10b)에서 출력되
는 어드레스[sinptr]에 의해 롬(20)에서 출력되는 값들이 저장출력되며, t 레지스터(60) 및 d 레지스터
(70)는 데이타 어드레싱 레지스터(30)로 부터 전달되는 어드레스[a1][a2][a3][a4]에 의해 데이타 램(40)
에서 출력되는 값들을 저장 및 출력하게 된다.

도 7은 도 1에서와 같은 버터플라이 단위로 이루어진 전체를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버터플라이를 반복하
여 FFT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버터플라이가 반복되는 루프(loop)가 존재하게 될때, 제
어도표를 나타낸 것이다.

클럭(5)∼클럭(9)까지가 반복되는 사이클이며, 버터플라이가 하나이상 존재하게 될때, 반복되는 수가 N이
라고 가정하면, 요구되는 사이클(cycle)은 5N+4로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버터플라이에 요구되
는 사이클은 9 이다.

그리고, 버터플라이가 두개 존재하면 즉, N=2이면, 도표에서와 같이, 14 사이클이 된다.

상기와  같이  버터플라이의  반복이  존재하게  될  경우  도  1을  보게  되면,  한  그룹내에서는  q의  값이 
같지만, 그룹을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맞추기 위하여 클록(11) 및 클록(12)에서
와 같이, 계수 어드레싱 레지스터(10)의 어드레스 레지스터인 cosptr 및 sinptr의 값을 1씩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한 그룹이 끝나는 시점으로 부터 다음 그룹이 시작하게 될 경우 데이타 어드레싱 레지스터(30)의 
a1,a2,a3,a4의 값들은 1보다 큰값만큼 증가가 되므로, 이러한 증감을 하여 어드레스 레지스터 a0의 값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때, 위상각 q가 0이거나 또는 π/2일 경우에는 sin값 또는 cos값이 0 또는 1이 되므로, 그 식이 단순해
지게 된다.

즉, 계산량이 줄어들게 되므로써, 상기와 같은 위상각을 갖게 될 경우에 이에 맞추어 제어를 하게 되면, 
빠른 연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 8은 q가 0일 경우의 실행 수학식의 기본제어개념을 나타낸 도표이며, 도 9는 q가 0일 경우 실제 장치
에서 이루어지는 제어도표를 나타낸 것이고. 도 10은 q가 0일 경우에 루프가 존재할 경우를 나타낸 제어
도표이다.  

q값이 0이되면, cosq=1이고, sinq=0이 되므로,

X'[a]=X[a]+cosq*X[b]-sinq*Y[b]를 예를 들면, 이식은 X'[a]=X[a]+X[b]가 된다.

도 8에 도시된 실행 수학식에서와 같이, 그 식이 단순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도 10에 도시된 제어도표에서, 

루프가 없을 경우에는 1, 2, 4, 10, 11, 12, 13의 클럭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루프가 5,6,7,8,9 
클록까지 존재하게 될 경우에 루프를 두번만 반복실행한다고 가정하면, 즉, 버터플라이 3개를 연속실행한
다고 가정하면, 1, 2, 3, 5, 6, 7, 8, 5, 6, 7, 9, 10, 11, 12, 13의 클럭순서로 제어진행된다.

즉, 루프를 반복 진행하게 될때, 루프를 빠져 나오게 될때, 마지막 클록(8)은 실행하지 않고, 클록(9)에 
대하여 제어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도 11, 도 12, 도 13은 q가 π/2 값을 가질 경우에 기본개념, 실제 블록에서의 진행 제어도표, 루프가 존
재할 경우를 나타낸 제어도표이다.

도 13에서와 같은 경우에도 상기 클록 진행제어순서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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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첨부된 제어도표와 같은 실행수순으로, 도 4에서와 같은 장치가 제어되어지면서, 각 버터플라
이의 계산을 실행하여 전체의 FFT 계산을 실행하게 된다.

앞서 도 1에서와 같이 FFT 플로우는 버터플라이의 단위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q값이 각 단위별로 변
화되어지고 있는 바, 

일반적인 값, 0, π/2의 q값에 해당하는 각 모드별로 개별 명령어를 갖고 각 부를 제어하여 FFT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즉, 도 1에서와 같이, 첫번째 스테이지에서는 q값이 모두 0이고, 버터플라이가 4개이므로, 도 10에서와 
같은 제어수순을 갖게 되며, 루프는 3번 반복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두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상부그룹에서도 q가 0인 모드, 하부 그룹에서는 q가 π/2인 모드로, 세번째 
스테이지에서는 q가 임의의 값인 버터플라이에 해당하는 모드로 각각의 명령어를 선택하여 각 부를 제어
하도록 하므로써, 각각의 버터플라이의 계산을 통하여 완전한 FFT 계산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멀티플라이어와 두개의 가감산 연산기, 네개의 누산기
(accumulator)(X0,X1,X2,X3)로 이루어지는 MAC(multiply  -  and  -  accumulate)  구조로써, 간단하고 빠른 
FFT 계산 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상각(q)에 대한 트리들 팩터스(twiddle factors)값의 실수부에 대한 어드레스를 [cosptr]저장하는 실수
저장부(10a)와 허수부에 대한 어드레스[sinptr]를 저장하는 허수저장부(10b)를 포함하는 계수 어드레싱 
레지스터(coefficient addressing registers)(10)와,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FFT 계수
를 출력하는 롬(ROM)(20)과, 변환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타 및 변환된 데이타의 어드레스[a,a0∼a4]를 저
장하는 데이타 어드레싱 레지스터(data addressing registers)(30)와, 입력되는 데이타 어드레스에 따라
서 읽어온 데이타를 출력하고, 변환된 데이타를 저장하는 데이타 램(data RAM)(40)과, 상기 롬(20)으로 
부터 출력된 FFT 계수를 일시 저장한 후 출력하는 m 레지스터(50)과, 상기 데이타 램(40)으로 부터 출력
된 데이타를 일시 저장한 후 출력하는 t 레지스터(60) 및 d 레지스터(70)와, 상기 m 레지스터(50)로 부터 
출력되는 FFT 계수와 t 레지스터(60)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승산하는 멀티플라이어(multiplier)(80)와, 
멀티플라이어(80)에서 연산된 결과를 일시 저장한 후 출력하는 p 레지스터(90)와, 

상기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된 승산결과값과 상기 d 레지스터(70)로 부터 출력되는 입력 데이타의 
가감연산 실행하여 연산결과를 해당 XO 레지스터(110) 및 X2 레지스터(120)에 저장하고, 상기 XO 레지스
터(110) 및 X2 레지스터(120)의 출력 데이타 즉, 이전 연산결과와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되는 데이
타와의 가감연산을 실행하는 연산기(100)와, 

상기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된 승산결과값과 상기 d 레지스터(70)로 부터 출력되는 입력 데이타의 
가감연산 실행하여 연산결과를 해당 X1 레지스터(140) 및 X3 레지스터(150)에 저장하고, 상기 X1 레지스
터(110) 및 X3 레지스터(12)의 출력 데이타 즉, 이전 연산결과와 P 레지스터(90)로 부터 출력되는 데이타
와의 연산을 실행하는 연산기(130)와,       

상기 XO 레지스터(110), X1 레지스터(120), X2 레지스터(140), X3 레지스터(150)에서 출력되는 값들의 그 
수치값을 제한하여 출력하는 수치값제한부(160)로 구성되며,

상기 각 부의 출력값들 및 상기 연산기(100)(130)의 논리연산의 제어는 진행되는 각 클럭(clock) 마다 제
어수단으로 부터 전달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제어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위상각(q)에 따른 각 모드별로 개별 명령어를 갖고, 이에 따라서, 각 
모드에 따라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각 부의 입출력제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
트 퓨리에 변환(FFT) 장치.

청구항 3 

위상각(q)을 판별하는 과정과, 판별된 위상각(q)에 따라서 FFT 변환을 위하여 구성되는 각 레지스터의 값
의 출력 및 연산을 위한 제어 모드를 결정하는 과정과, 결정되는 제어모드에 따른 명령신호를 각각의 레
지스터 및 연산수단에 출력하여 FFT 연산을 실행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트 
퓨리에 변환(FFT) 제어 방법.

도면

12-5

1019980011642



    도면1

12-6

1019980011642



    도면2

    도면3

12-7

1019980011642



    도면4

    도면5

12-8

1019980011642



    도면6

    도면7

12-9

1019980011642



    도면8

    도면9

12-10

1019980011642



    도면10

    도면11

12-11

1019980011642



    도면12

    도면13

12-12

101998001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