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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개시된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N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FFT/IFFT 연산을 수행하되, M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병렬로 래딕스(radix)-R(R은 양의 정수)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FFT, IFFT, 래딕스-R, ADS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데이터 포인트 N=16일 때 radix-2 FFT 연산에 따른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연산 유닛이 오직 하나의 연산 소자만을 구비하여 직렬 방식으로 연산하는 단일 프로세서 구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연산 유닛이 k 개의 연산 소자들을 구비하여 병렬 방식으로 연산하는 병렬 프로세서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도 5에 도시된 데이터 메모리의 상세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공개특허 10-2004-0009044

- 2 -

도 7a는 16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7b는 도 5에 도시된 연산 소자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8a는 도 7a에 도시된 제 1 단계동안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데이터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산 소자

들로 제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8b는 도 7a에 도시된 제 1 단계동안 연산 소자들로부터 출력되는 연산 

결과들이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9a는 도 7a에 도시된 제 2 단계동안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데이터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산 소자들로

제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9b는 도 7a에 도시된 제 2 단계동안 연산 소자들로부터 출력되는 연산 결과

들을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들이 16인 데이터 메모리가 4 개의 뱅크들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FFT 연산 

전의 데이터 인덱스와 FFT 연산 후의 데이터 인덱스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도면;

도 11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들이 2 11 인 데이터 메모리가 4 개의 뱅크들로 나뉘어져 있고 뱅크들에는 2 5

개의 데이터들이 각각 저장된 경우, FFT 연산 전의 데이터 인덱스와 FFT 연산 후의 데이터 인덱스를 정리해서 보여

주는 도면;

도 12는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들이 2 K 인 데이터 메모리가 M개의 뱅크들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FFT 연산 

후의 데이터를 뱅크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 어드레스 발생기를 보여주는 도면;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어드레스 발생기의 동작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4는 4 개의 연산기를 이용하여 32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

도 15는 M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N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R FFT/IFFT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

터 변환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

도 16a는 도 15에 도시된 데이터 변환 시스템에서 8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16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

-2 FFT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7a는 도 16에 도시된 예에서 제 1 단계동안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데이터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

산 소자들로 제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변환 시스템에서 데이터 메모리의 각 뱅크들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메

모리 인터페이스의 구성을 일반화해서 보여주는 도면; 그리고

도 19는 도 18에 도시된 독출 매트릭스들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100 : 데이터 변환기 110, 310 : 메인 컨트롤러

120, 320 : 계수 테이블 130, 330 : 계수 인터페이스

140, 340 : 연산 유닛 150, 350 : 메모리 인터페이스

151, 352 : 독출 매트릭스 152, 353 : 출력 매트릭스

153, 354 : 입력 매트릭스 154, 355 : 기입 매트릭스

155, 357 : 출력 어드레스 발생기 160 : 압축/복원기

170 : 어드레스 발생기 171 : 선택기

200 : 데이터 메모리 351, 356 : 선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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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 FFT)을 수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고속 데이터 통신 수단으로서 이미 상용화된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에 이어 최근에는 VDSL(

Very high bit rate Digital Subscriber Line)이 대두되고 있다. ADSL에 비해 향상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는 VDS

L은 VOD(Video On Demand), 화상 전화 시스템 등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VDSL은 ADSL과 같이 DMT(Discrete Multi-Tone)라는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데,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ADSL보다 훨씬 많은 부반송파(sub-channel)를 사용한다.

한편, DMT 방식은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의 일종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에서 각 부반송파별로 다루어지며, 채널(channel)로의 전송을 위해서 시간 영역(time domai

n)의 데이터로 변환된다(수신측에서는 이와 반대의 과정이 수행된다).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

m : DFT)은 이러한 OFDM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초 기술로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시간 영역의 신호로 또는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한다. VDSL은 ADSL의 부반송파(256 개)보다 많은 부 반송파(4096 

개)를 가지며 부반송파의 수는 DFT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VDSL은 ADSL보다 많은 연산을 요구한다. DFT는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1

수학식 1에 의하면 N 개의 시간 영역 내의 데이터는 N 개의 주파수 영역 내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W[k]는 계수(coef

ficient) 또는 회전 인자(twinddle factor)라고 한다. 주어진 N에 대해 수행되는 연산 횟수는 복소수(complex nuMBe

r) 곱셈이 N*N번 그리고 복소수 덧셈이 N*(N-1)번이고, 복잡도(complexity)는 O(N*N)이다.

DFT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듬(algorithm)으로서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이 1960년대 

Cooley amp; Tukey에 의해서 고안되었으며, radix-2 FFT, radix-4 FFT 등이 대표적이다. radix-2 FFT는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2

수학식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adix-2 FFT는 DFT 연산의 짝수 부분과 홀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도 1은 데이터 포인트 N=16일 때 radix-2 FFT 연산에 따른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a를 참조하면, 

입력 데이터(x[15:0])는 단계들(Stage1~Stage4)을 차례로 거쳐서 출력 데이터(X[15:0])로서 출력된다. radix-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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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에 의하면, 복소수 곱셈이 번 그리고 복소수 덧셈이 번 수행된다. 따라서, radix-2 FFT

의 복잡도는 O( )으로 DMT의 복잡도 O(N*N)에 비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예에서는 복

소수 곱셈이 번 그리고 복소수 덧셈이 번 수행된다.

FFT 알고리듬의 선택과 아울러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 구조이다. FFT 연산기의 하드웨어 구조는 연산 유닛(arithmet

ic unit)의 구조에 따라서 단일 프로세서(single-processor), 파이프라인(pipeline), 병렬-반복(parallel-iterative) 

그리고 배열(array)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체적인 연산 시간, 하드웨어 크기, 그리고 

소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도 2는 일반적인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시간 영역 인터페

이스로부터 입력되는 시간 영역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 데이터로 변환해서 주파수 영역 인터페이스로 출력하는 FFT(f

ast fourier transform) 연산과 주파수 영역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 영역 데이터를 시간 영역 데이터로 

변환해서 시간 영역 인터페이스로 출력하는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변환기(

10)와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메모리(20)를 포함한다.

데이터 변환기(10)는 내부 회로 구성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메인 컨트롤러(11), 버터플라이 연산에서 필요한 

계수(W N )를 저장하기 위한 계수 테이블(coefficient table)(12), 입력 데이터에 대한 FFT 또는 IFFT 연산을 수행

하는 연산 유닛(arithmetic unit : AU)(14), 연산 유닛(13)과 데이터 메모리(20) 사이, 압축 및 확장기(compressor/e

xpander)(15)와 데이터 메모리(20) 사이 그리고 주파수 영역 인터페이스(frequency domain interface)와 데이터 메

모리(20)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14), 그리고 IFFT 연산 모드일 때 데이터 메모리(20)로

부터 독출된 복소수 데이터(complex-typed data)를 실수 데이터(real-typed data)로 변환(expansion)해서 시간 영

역 인터페이스로 출력하고, FFT 연산 모드일 때 시간 영역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된 실수 데이터를 복소수 데이터로

변환(compression)해서 메모리 인터페이스(14)를 통해 데이터 메모리(20)에 저장하는 압축 및 확장기(15)를 포함한

다.

도 3은 연산 유닛(13)이 오직 하나의 연산 소자(arithmatic element)만을 구비하여 직렬 방식으로 연산하는 단일 프

로세서 구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 3에서 연산이 수행되기 이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20A)와 연산이 

수행되고 난 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20B)가 각각 따로 도시되었으나 메모리들(20A, 20B)은 실질적으로 동

일한 하나의 메모리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연산 소자(AE0)는 채용된 연산 알고리즘에 따른 하드웨어 구조를 갖는다. 

예컨대, radix-2 FFT 알고리즘을 채용한 연산 소자(AE0)가 도 1에 도시된 버터플라이 연산(즉, 두 개의 입력 데이터

에 대한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t라 할 때 N 개의 데이터에 대한 radix-2 FFT 

연산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이다.

도 4는 연산 유닛(13)이 k 개의 연산 소자들을 구비하여 병렬 방식으로 연산하는 병렬 프로세서 구조를 보여주는 도

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메모리들(20A, 20B)은 도 3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메모리이다. 예컨대, rad

ix-2 F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어느 한 단계(stage)에서의 버터플라이 연산들을 병렬로 처리하려면 N/2 개의 연산 

소자들이 요구된다. 즉, N이 2048이면 연산 유닛(13)은 1024 개의 연산 소자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연

산 소자들을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 백만 내지 수 천만 개의 게이트들이 필요하므로 하드웨어 구현이

어렵게 된다. 즉, 한 단계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면 연산 속도는 현저히 빠르지만, VDSL과 같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의 양이 매우 많은 경우 필요한 소자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회로 면적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

산 속도가 빠르면서도 회로 면적 증가가 크지 않은 FFT 연산기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직렬 연산 방식과 병렬 연산 방식을 혼합한 블럭-병렬 연산 방식으로 고속 푸리에 변환(FF

T)을 수행하는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연산 속도와 하드웨어 크기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고속

푸리에 변환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공개특허 10-2004-0009044

- 5 -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래

딕스(radix)-R(R은 양의 정수)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M(M은 양의 정수) 개의 연산 소자들, M 개의 뱅크들로 

나뉘어지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메모리 및 상기 뱅크들에 저장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을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 중 R 데이터 포인트씩을 상기 입력 데이터로서 상기 연산 소자들

로 각각 제공하고 그리고 상기 연산 소자들 각각의 연산 결과를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연산을 수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상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상기 M*R 데이터 포인트들 중 상

기 R 데이터 포인트씩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하는 데이터 독출 수단 및 상기 연산 소자들 각각의 연산 결과

를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하는 데이터 기입 수단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초기에 상기 각 데이터 포인트들은 0번째 뱅크부터 M-1번째 뱅크까지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상기 M과 상기 R이 동일할 때, 상기 데이터 독출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제 1 버퍼 어레이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2 버퍼

어레이와;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1 변환기를 포함한다. 제 1 버퍼 어레이와 제 2 버퍼 어레이는

실제로는 하나의 메모리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 1 변환기의 기능은 제 1 버퍼 어레이로서의 동작 

시에는 행단위의 접근을, 제 2 버퍼 어레이로서의 동작을 위해서는 열단위의 접근을 시도하면 된다. 제 3 버퍼 어레이

와 제 4 버퍼 어레이는 실제로는 하나의 메모리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 2 변환기의 기능은 제 3 버

퍼 어레이로서의 동작 시에는 행단위의 접근을, 제 4 버퍼 어레이로서의 동작을 위해서는 열단위의 접근을 시도하면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버퍼 어레이들의 크기는 각각 M*R이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

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포

인트들일 때, 상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상기 열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2 버퍼 어

레이의 상 기 행들에 저장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독출된 데이

터 포인트들일 때, 상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2 버

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입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부터 출력되는 상기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제 3 버퍼 어레이,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4 버퍼 

어레이,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

환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2 변환기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뱅크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열

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뱅크들에 병렬로 기입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에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열들에 저장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 에 저장한다.

상기 M이 상기 R보다 클 때, 상기 데이터 독출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1 버퍼 어레이, 상

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소정 위치에 각각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제

1 선택기,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2 버퍼 어레이 및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1 

변환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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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데이터 기입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부터 출력되

는 상기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제 3 버퍼 어레이,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4 버퍼 어레이,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2 변환기 및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각 열들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

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제 2 선택기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뱅크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

기 열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뱅크들에 병렬로 기입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K(K는 양의 정수)-비트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가능한 위치들을 가

지며, 상기 각 뱅크들의 위치들은 상기 K-비트 어드레스 중 상위 log 2 M-비트들로 구성된 뱅크 어드레스와 상기 K

-비트 어드레스 중 상위 log 2 M-비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들로 구성된 위치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가능하다.

또한, 상기 각 뱅크들의 N/M(N은 K보다 작은 양의 정수) 위치들에 상기 연산 결과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상기 데이

터 메모리에 저장된 연산 결과들은 상기 K-비트 어드레스 중 상기 뱅크 어드레스의 비트들과 상기 위치 어드레스의 

하위 log 2 N/M 비트들을 역순으로 배열된 어드레스에 따라서 독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래딕스(radix)-R(R은 양의 정수)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M(M은 R보다 작은 양의 정수) 개의 연산 소자들, M 

개의 뱅크들로 나뉘어지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메모리 및 상기 뱅크들에 저장

된 R*R 데이터 포인트들을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 중 R 데이터 포인트씩을 상기 입력 데이터로서 상

기 연산 소자들로 각각 제공하고 그리고 상기 연산 소자들 각각의 연산 결과를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하는 메모

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각각이 R 개의 행들 과 R 개의 열들로 배열되는 M/R 개의 제 

1 버퍼 어레이들, 상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소정 위치에 각각 저장

되도록 제어하는 제 1 선택기,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R 개의 행들과 R 개의 열들로 배열

되는 M/R 개의 제 2 버퍼 어레이들,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

렬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1 변환기, 각각이 R 개의 행들과 R 개

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M/R 개의 제 3 버퍼 어레이들,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R 개의 행들과 R 개의 열들로 배열되는 M/R 개의 제 4 버퍼 어레

이들,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2 변환기 및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들의 각 열들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

인트들이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제 2 선택기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2 버퍼 어레

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포

인트들일 때, 상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각 제 1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열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대응하

는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일 때, 상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각 제 1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

들을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은 상기 대응하는 제 3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에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각 제 3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대응하는 제 4 버퍼 어레이

들의 상기 열들에 저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각 제 3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대응하는 제 4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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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장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의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N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FFT/IFFT 연산을 수행하되, 

M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병렬로 래딕스(radix)-R(R은 양의 정수)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FFT 연산 및 IFFT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변환기(100)와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데이터 메모리(200)를 포

함한다. 데이터 변환기(100)는 메인 컨트롤러(110), 계수 테이블들(120, 121), 계수 인터페이스(130), 연산 유닛(140

), 메모리 인터페이스(150) 그리고 압축/복원기(160)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의 특징은 radix-R FFT/IFFT 연산을 수

행하기 위해 연산 유닛(140)에 M 개의 연산 소자들을 구비하되, 연산 소자들의 개수 M은 R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예에서 데이터 변환기(100)는 N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IFFT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연산 유닛(140)에 네 개의 연산 소자들(AE_A-AE_D)을 구비한다.

메인 컨트롤러(110)는 데이터 변환기(100)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며,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모드 선택 신호(

SEL)가 하이 레벨(즉, 논리 '1')일 때 데이터 변환기(100)가 FFT 연산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모드 선택 신호(SEL)가 

로우 레벨(즉, 논리 '0')일 때 데이터 변환기(100)가 IFFT 연산을 수행하도록 제어한다.

계수 테이블(120)은 FFT/IFFT 연산에 사용되는 계수들을 저장한다. 계수 인터페이스(130)에 의해 읽혀진 계수는 연

산 유닛(140)으로 제공된다.

연산 유닛(140)은 radix-4 FFT/IFFT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기 위한 4 개의 연산 소자들(AE0-AE3)을 포함한다. 각

각의 연산 소자는 radix-4 FFT/IFFT 연산을 위한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설명한다

.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는 독출 매트릭스(read matrix)(151), 출력 매트릭스(output matrix)(153), 입력 매트릭스(i

nput matrix)(154) 및 기입 매트릭스(156)를 포함하여, 압축/복원기(160)와 데이터 메모리(200) 사이, 주파수 영역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메모리(200) 사이 그리고 연산 유닛과 데이터 메모리(200) 사이의 데이터 기입/독출 동작을 제

어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는 압축/복원기(160)로부터 입력되는 시간 영역 내의 데이터를 데이터 메모리(200)

에 기입하고, FFT 연산이 완료된 후 데이터 메모리(200)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해서 주파수 영역 인터페이스로 제

공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는 주파수 영역 인터페이스로부터 제공된 주파수 영역 내의 데이터를 데이터 메모리(

200)에 기입하고, IFFT 연산이 완료된 후 데이터 메모리(200)에 기입된 데이터를 독출해서 압축/복원기(160)로 제

공한다. FFT/IFFT 연산이 수행되는 동안,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는 데이터 메모리(200)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해

서 연산 유닛들(AE0-AE3)로 제공하고, 연산 유닛들(AE0-AE3)의 연산 결과를 데이터 메모리(200)에 기입한다. 메

모리 인터페이스(150)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 및 동작은 추후 상세히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변환기(100)

의 회로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FFT 연산을 예로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데이터 변환기(100)는 개시

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데이터 메모리(200)의 상세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데이터 메모리(200)는 

네 개의 메모리 뱅크들 즉, 제 0 뱅크(MB0), 제 1 뱅크(MB1), 제 2 뱅크(MB2) 및 제 3 뱅크(MB3)을 포함한다. 바람 

직하게 메모리 뱅크들(MB0-MB3)은 각각 4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저장할 수 있는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각각의 

동일한 위치들(locations)은 동일한 어드레스에 의해서 동시에 접근될 수 있다. 도 6에서 메모리 뱅크들 각각의 위치

의 어드레스는 2진수로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어드레스는 2 비트의 뱅크 어드레스와 2 비트의 위치 어드레스를 포함

한다.

데이터(x[15:0])는 제 0 메모리 뱅크(MB0)의 어드레스 '0000(즉, 십진수 0)'부터 메모리 뱅크(MB3)의 어드레스 '11

11(즉, 십진수 '15')'까지 순차적으로 저장된다(이하, 메모리 뱅크들 각각의 어드레스는 십진수로 표기한다). 즉, 데이

터 (x[0])는 제 0 뱅크(MB0)의 어드레스 0에, 데이터(x[1])는 제 0 뱅크(MB0)의 어드레스 1에 그리고 데이터(x[15

])는 제 3 뱅크(MB[3])의 어드레스 15에 저장된다.

도 7a는 16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 7a를 참조하면, 메모리

뱅크들(MB0-MB3) 내에 씌여진 십진수 숫자들은 각 위치의 어드레스이다. 시간 영역내의 16 데이터 포인트들(x[15

:0])에 대한 radix-4 FFT 연산은 log R N 개의 연산 단계들 즉, log 4 16 =2 번의 연산 단계들(Stage1 및 Stage2)

을 포함하고, 연산 결과로서 주파수 영역내의 16 데이터 포인트들(X[15:0])이 출력된다. 단계들(Stage1, Stage2) 각

각에서 4 개의 연산 소자들(AE0-AE3)은 메모리 인터페이스(250)를 통하여 데이터 메모리(200)로부터 동시에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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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받아들이고 병렬로 FFT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소자(AE0)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이 도 7b에 도시되어 있다. radix-4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소자들(

AE0-AE3)의 회로 구성은 모두 동일하므로 이 실시예에서는 연산 소자(AE0)의 회로만을 도시하고 설명한다. 도 7b

를 참조하면, radix-4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소자(AE0)는 8 개의 복소 가산기들과 3 개의 복소 곱셈기들

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4 개의 연산 소자들(AE0-AE3)을 구비하여 16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

한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 =64 개의 복소 덧셈기와 

= =24 개의 복소 곱셈기가 필요하다.

도 7a를 다시 살펴보면, 연산 소자(AE0)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0, 4, 8 및 12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서 받아들인다. 연산 소자(AE1)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1, 5, 9 및 13에 저장된 데이

터를 입력 데이터로서 받아들인다. 연산 소자(AE2)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2, 6, 10 및 13에 저장

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서 받아들인다. 연산 소자(AE3)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3, 7, 11 및 14

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서 받아들인다. 연산 소자들(AE0-AE3)이 병렬로 FFT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에 저장된 데이터가 동시에(즉, 병렬로) 연산 소자들(AE0-AE3)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

러나, 연산 소자(AE0)의 입력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0, 4, 8 및 12에 저장

된 데이터가 독출되는 동안 나머지 데이터는 독출될 수 없다. 따라서, radix-R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기들

(AE0-AE3)이 동시에 동일한 메모리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 메모리 인터페이스(150)가 이에 대한 중재를 

행한다.

도 8a는 도 7a에 도시된 제 1 단계(Stage1)동안 데이터 메모리(200)로부터 독출된 데이터가 메모리 인터페이스(150

)를 통해 연산 소자들(AE0-AE3)로 제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8b는 도 7a에 도시된 제 1 단계(Stage1)

동안 연산 소자들(AE0-AE3)로부터 출력되는 연산 결과들이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를 통해 데이터 메모리(200)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a를 참조하면, 데이터 메모리(200)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연산 소자들(AE0-AE3)로 제공하기 위해 메모리 인

터페이스(150)는 독출 매트릭스(151), 변환기(152) 및 출력 매트릭스(153)를 포함한다. 독출 및 출력 매트릭스들(15

1, 153)은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버퍼이다. 독출 매트릭스(151)와 출력 매트릭스(153)는 각각 R*M의 크기를 갖는

다. 여기서, M은 메모리의 개수이고, R은 radix-R의 인덱스이다.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는 어드레스를 '00', '01', '10' 및 '11'로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메모리 뱅크들(MB0-MB3

)의 각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한다. 여기서, 메모리 뱅크들(MB0-MB3)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어드레스는 도 6에 도시된 뱅크 어드레스를 제외한 위치 어드레스이다.

먼저, 어드레스가 '00'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B3)의 어드레스 0, 4, 8 및 12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서 독

출 매트릭스(151)의 0번째 열(p0)에 저장된다. 어드레스가 '01'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B3)의 어드레스 1, 5, 9 

및 13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서 독출 매트릭스(151)의 1번째 열(p1)에 저장된다. 어 드레스가 '10'일 때 각 메모

리 뱅크(MB0-MB3)의 어드레스 2, 6, 10 및 14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서 독출 매트릭스(151)의 2번째 열(p2)

에 저장된다. 어드레스가 '11'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B3)의 어드레스 3, 7, 11 및 15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

어서 독출 매트릭스(151)의 3번째 열(p3)에 저장된다.

크기가 4*4인 독출 매트릭스(151) 전체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변환기(152)는 독출 매트릭스(151)의 0번째 열(p0)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 매트릭스(153)의 0번째 행(q0)에, 독출 매트릭스(151)의 1번째 열(p1)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

력 매트릭스(153)의 1번째 행(q1)에, 독출 매트릭스(151)의 2번째 열(p2)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 매트릭스(153)의 

2번째 행(q2)에, 그리고 독출 매트릭스(151)의 3번째 열(p3)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 매트릭스(153)의 3번째 행(q3)

에 저장하는 전치 행렬(transpose matrix) 변환을 수행한다.

출력 매트릭스(153)의 각 행에 저장된 데이터는 대응하는 연산 소자로 동시에(즉, 병렬로) 제공된다. 즉, 출력 매트릭

스(153)의 0번째 행(q0)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0)로, 1번째 행(q1)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1)로, 

2번째 행(q2)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2)로 그리고 3번째 행(q3)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3)로 제공

된다.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은 연산 소자들(AE0-AE3)은 병렬로 FFT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소자들(AE0-AE3)의 FFT 연

산 결과는 도 8b에 도시된 입력 매트릭스(154)의 대응하는 행(v0-v3)에 저장된다. 즉, 연산 소자(AE0)의 연산 결과

는 입력 매트릭스(154)의 0번째 행(v0)에, 연산 소자(AE1)의 연산 결과는 1번째 행(v1)에, 연산 소자(AE2)의 연산 

결과는 2번째 행(v2)에 그리고 연산 소자(AE3)의 연산 결과는 3번째 행(v3)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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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매트릭스(154) 전체에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면 변환기(155)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치 행렬 변환을 수행하

여 입력 매트릭스(154)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입 매트릭스(156)에 저장한다. 즉, 입력 매트릭스(154)의 0번째 행(v0)

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입 매트릭스(156)의 0번째 열(w0)에 저장되고, 입력 매트릭스(154)의 1번째 행(v1)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입 매트릭스(156)의 1번째 열(w1)에 저장되고, 입력 매트릭스(154)의 2번째 행(v2)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입 매트릭스(156)의 2번째 열(w2)에 저장되고 그리고 입력 매트릭스(154)의 3번째 행(v3)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

입 매트릭스(156)의 3번째 열(w3)에 저장된다.

전치 행렬 변환이 완료되면 기입 매트릭스(156)의 열들(w0-w3)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대

응하는 어드레스에 각각 저장된다. 즉, 기입 매트릭스(156)의 0번째 열(w0)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0-

MB3)의 어드레스 '00'에 각각 저장된다. 기입 매트릭스(156)의 1번째 열(w1)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

0-MB3)의 어드레스 '01'에 각각 저장된다. 기입 매트릭스(156)의 2번째 열(w2)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

MB0-MB3)의 어드레스 '10'에 각각 저장된다. 기입 매트릭스(156)의 3번째 열(w3)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

들(MB0-MB3)의 어드레스 '11'에 각각 저장된다.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된 과정에 의해서 도 7a에 도시된 제 1 단계(

Stage1)가 수행된다.

다시 도 7a를 참조하면, 제 2 단계(Stage2)에서 연산기들(AE0-AE3)은 각각 대응하는 메모리 뱅크(MB0-MB3)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서 받아들인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치 행렬 변환 과정이 불필요하다.

도 9a는 도 7a에 도시된 제 2 단계동안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데이터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산 소자

들로 제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9b는 도 7a에 도시된 제 2 단계(Stage2)동안 연산 소자들(AE0-AE3)

로부터 출력되는 연산 결과들을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를 통해 데이터 메모리(200)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

면이다.

도 9a를 참조하면,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는 어드레스를 '00', '01', '10' 및 '11'로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각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한다. 먼저, 어드레스가 '00'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

B3)의 어드레스 '00'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서 독출 매트릭스(151)의 0번째 열(p0)에 저장된다. 어드레스가 '01

'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B3)의 어드레스 0, 4, 8 및 12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서 독출 매트릭스(151)의 1

번째 열(p1)에 저장된다. 어드레스가 '10'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B3)의 어드레스 1, 5, 9 및 13에 저장된 데이

터가 독출되어서 독출 매트릭스(151)의 2번째 열(p2)에 저장된다. 어드레스가 '11'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B3)

의 어드레스 2, 6, 10 및 14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서 독출 매트릭스(151)의 2번째 열(p2)에 저장된다. 어드레

스가 '11'일 때 각 메모리 뱅크(MB0-MB3)의 어드레스 3, 7, 11 및 15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서 독출 매트릭스

(151)의 3번째 열(p3)에 저장된다.

여기서, 제 2 단계(Stage2)는 제 1 단계(Stage1)와 달리 연산 소자들(AE0- AE3)은 대응하는 메모리 뱅크(MB0-MB

3)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서 받아들이므로 전치 행렬 변환 과정이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변한기(152)는 

독출 매트릭스(151)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일한 순서로 출력 매트릭스(153)에 저장한다.

출력 매트릭스(153)의 각 행에 저장된 데이터는 대응하는 연산 소자로 동시에(즉, 병렬로) 제공된다. 즉, 출력 매트릭

스(153)의 0번째 행(q0)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0)로, 1번째 행(q1)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1)로, 

2번째 행(q2)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2)로 그리고 3번째 행(q3)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3)로 제공

된다.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은 연산 소자들(AE0-AE3)은 병렬로 FFT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소자들(AE0-AE3)의 FFT 연

산 결과는 도 9b에 도시된 입력 매트릭스(154)의 대응하는 행(v0-v3)에 저장된다. 즉, 연산 소자(AE0)의 연산 결과

는 입력 매트릭스(154)의 0번째 행(v0)에, 연산 소자(AE1)의 연산 결과는 1번째 행(v1)에, 연산 소자(AE2)의 연산 

결과는 2번째 행(v2)에 그리고 연산 소자(AE3)의 연산 결과는 3번째 행(v3)에 저장된다.

입력 매트릭스(154) 전체에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면 변환기(155)는 입력 매트릭스(154)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일한 

순서로 기입 매트릭스(156)에 저장한다.

기입 매트릭스(156)의 열들(w0-w3)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각각 저

장된다. 즉, 기입 매트릭스(156)의 0번째 열(w0)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00'에 

각각 저장된다. 기입 매트릭스(156)의 1번째 열(w1)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0- MB3)의 어드레스 '01'

에 각각 저장된다. 기입 매트릭스(156)의 2번째 열(w2)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1

0'에 각각 저장된다. 기입 매트릭스(156)의 3번째 열(w3)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뱅크들(MB0-MB3)의 어드레스 

'11'에 각각 저장된다. 도 9a 및 도 9b에 도시된 과정에 의해서 도 7a에 도시된 제 2 단계(Stage2)가 수행된다.

도 6 내지 도 9b는 16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을 4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병렬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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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환기(100)를 보여준다. N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을 4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병

렬로 처리할 때, 각 뱅크(MB0-MB3)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MB0 : 0, 1, 2, 3, 4, 5, 6, 7 …, 

MB1 : 

MB2 : 

MB3 : 

FFT 연산이 시작되면, 연산 소자(AE0)로 데이터 0, , 및 가 제공 되고, 연산 소자(AE1)로 데이터 1, 

, 및 이 제공되고, 연산 소자(AE2)로 데이터 2, , 및 이 제공되고 그리고 연산 소자(AE1)

로 데이터 3, , 및 이 제공된다. 연산 소자들(AE0-AE3)이 앞서 나열한 데이터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을 완료하면 그 다음 데이터들이 연산 소자들(AE0-AE3)로 제공된다. 즉, 연산 소자(AE0)로 데이터 4, , 

및 가 제공되고, 연산 소자(AE1)로 데이터 5, , 및 이 제공되고, 연산 소자(AE2)로 데이터 6, 

, 및 이 제공되고 그리고 연산 소자(AE1)로 데이터 7, , 및 이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4 개의 연산 소자를 이용하여 16 데이터 포인트들씩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한다. 예컨대, 2048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 8a 내지 도 9b

에 도시된 과정이 총 128 번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도 10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들이 16인 데이터 메모리가 4 개의 뱅크들(MB0-MB3)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FFT 연산 전의 데이터 인덱스와 FFT 연산 후의 데이터 인덱스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뱅크들(MB0-MB

3)로 시간 영역내의 데이터(x[15:0])가 순차적으로 저장되었을 때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한 후 메모리 뱅크들(M

B0-MB3)에 저장되는 주파수 영역내의 데이터(X[15:0])는 역방향 비트 순(reversed bit order)이다. 즉, 각 위치의 

어드레스 비트들의 역방향 순의 비트들이 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의 인덱스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전체 위치들이 N개인 메모리 뱅크들(MB0-MB3)에 N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었

을 때, FFT 연산 결과를 X[0]부터 X[N-1]까지 순차적으로 독출하기 위해서는 출력 어드레스의 비트 순을 역순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의 크기가 K인 메모리 뱅크들(MB0-MB3)에 N개의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스킴에 따라서 출력 어드레스를 발생한다(단, K>N).

도 11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들이 2 11 인 데이터 메모리가 4 개의 뱅크들(MB0-MB3)로 나뉘어져 있고 뱅

크들에는 2 5 개의 데이터들이 각각 저장된 경우, FFT 연산 전의 데이터 인덱스와 FFT 연산 후의 데이터 인덱스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뱅크들(MB0-MB3) 각각에 시간 영역내의 데이터(x[2 5 -1:0])가 어드레스 '00000

000000'부터 어드레스 '00000011111'까지 순차적으로 저장되었을 때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한 후 메모리 뱅크

들(MB0-MB3)에 저장되는 주파수 영역내의 데이터(X[2 5 -1:0])는 역방향 비트 순이다. 그러나, 도 11에 도시된 예

에서는 도 10에 도시된 예와 달리 각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의 인덱스가 단순히 각 위치의 어드레스 비트들의 역순이 

아니다.

도 12는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위치들이 2 K 인 데이터 메모리가 M개의 뱅 크들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FFT 연산 

후의 데이터를 뱅크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 어드레스 발생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

면, 출력 어드레스 발생기(155)는 어드레스 발생기(170)와 선택기(171)를 포함한다. 어드레스 발생기(170)의 상세한

동작은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어드레스 발생기(170)의 동작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단,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예에 따라서 K=11, M=4 그리고 N=2 5 인 것으로 가정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150)로부터 입력되는 11비트의 독

출 어드레스(SEQ_ADDR[10:0]) 중 어드레스(SEQ_ADDR[10:9])는 뱅크 어드레스이고, 어드레스(SEQ_ADD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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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 어드레스이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뱅크의 어드레스 '000100000'부터 어드레스 '111111111'까지

는 데이터가 기입되지 않으므로, 독출 어드레스(SEQ_ADDR[10:0]) 중 (SEQ_ADDR[8:5])는 항상 '0000'이다. 다시 

말하면, 독출 어드레스(SEQ_ADDR[8:5]) 가 '1111'인 위치들에는 데이터가 기입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어드레스

발생기(170)는 독출 어드레스(SEQ_ADDR[10:0]) 중 일부(SEQ_ADDR[8:5])를 제외한 나머지 어드레스의 비트들을

역순으로 배열하고, 역순으로 배열된 어드레스 중 최상위 2 비트를 뱅크 어드레스(BANK_SEL[1:0])로 그리고 나머

지 비트들을 위치 어드레스(RADDR[8:0])로서 출력한다.

다시 도 12를 참조하면, 어드레스 발생기(170)는 K 비트의 독출 어드레스(SEQ_ADDR[K-1:0])와 메모리 뱅크들의 

수 M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 N을 받 아들여서 뱅크 어드레스(BANK_SEL[log 2 M-1:0])와 위치 어드레스(RADDR[

k-log 2 M-1:0])를 출력한다. 선택기(171)는 M 개의 뱅크들 중 뱅크 어드레스(BANK_SEL[log 2 M-1:0])에 대응

하는 뱅크로 출력 어드레스(TADDR[K-log 2 M-1:0]를 제공한다. 상기 뱅크 어드레스(BANK_SEL[log 2 M-1:0])

는 M 개의 뱅크들의 칩 선택 신호(CS[log 2 M-1:0])로 제공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 개의 연산 유닛을 이용하여 N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R FFT 연산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log M N 단계들(Stages)이 필요하다. 만일 N이 M의 제곱수이면 즉, N=M X 이면 X개의 단계들이 필요하나, 

N이 M의 제곱수가 아니고 N=M X *Y(단, Y는 M보다 작은 짝수)이면 X+1개의 단계들이 필요하다. 이하 N이 M의 

제곱수가 아니고 N=M X *Y(단, Y는 M보다 작은 짝수)인 경우의 일 예가 설명된다.

도 14는 4 개의 연산기를 이용하여 32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이다. R=M=4이고 N=32이면 N=log 4 32=log 4 4 2 *2 이다. 따라서, 2+1 즉, 3 단계가 필요하다. 다만, 제 1 단계(

Stage1) 및 제 2 단계(Stage2)에서 연산기들(AE0-AE3)은 radix-4 FFT 연산을 수행하나, 제 3 단계(Stage3)에서는

radix-2 FFT 연산을 수행한다.

도 14에 도시된 제 1 단계(Stage1)에서는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된 방법으로 데이터 메모리로부터/로 데이터를 독출

/기입하는 동작이 수행되고, 제 2 및 제 3 단계들(Stage2, Stage3)에서는 도 9a 및 도 9b에 도시된 방법으로 데이터 

메모리로부터/로 데이터를 독출/기입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제 2 실시예)

도 15는 M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N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R FFT/IFFT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

터 변환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단, 이 실시예에서 R과 M은 다르다. 도 15에 도시된 데이터 변환 시스템(300)

은 도 5에 도시된 데이터 변환 시스템(100)과 달리 메모리 인터페이스(350)에 선택기들(351, 358)을 더 포함하고, 8 

개의 연산 소자들(AE0-AE7)을 구비하며, 데이터 메모리(400)는 8 개의 뱅크들(MB0-MB7)을 포함한다. 데이터 변

환 시스템(300)의 동작이 이하 설명된다.

도 16a는 도 15에 도시된 데이터 변환 시스템에서 8 개의 연산 소자들을 이용하여 16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

-2 FFT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6a를 참조하면, 16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2 FFT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og 2 16=4 즉, 4 개의 단

계들(Stage1-Stage4)이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 연산 소자들(AE0-AE7)은 메모리 뱅크들(MB0-MB7)로부터 2 개의

데이터를 각각 받아들인다. 예컨대, 제 1 단계(Stage1)에서 연산 소자(AE0)는 제 0 뱅크(MB0)의 어드레스 0에 저장

된 데이터와 제 4 뱅크(MB4)의 어드레스 8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들 이고, 연산 소자(AE1)는 제 0 뱅크(MB0)의 어

드레스 1에 저장된 데이터와 제 4 뱅크(MB4)의 어드레스 9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연산 소자(AE2)는 제 1 

뱅크(MB1)의 어드레스 2에 저장된 데이터와 제 5 뱅크(MB5)의 어드레스 10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연산 소

자(AE3)는 제 1 뱅크(MB1)의 어드레스 3에 저장된 데이터와 제 5 뱅크(MB5)의 어드레스 11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

아들이고, 연산 소자(AE4)는 제 2 뱅크(MB2)의 어드레스 4에 저장된 데이터와 제 6 뱅크(MB6)의 어드레스 12에 저

장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연산 소자(AE5)는 제 2 뱅크(MB2)의 어드레스 5에 저장된 데이터와 제 6 뱅크(MB6)의 

어드레스 13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연산 소자(AE6)는 제 3 뱅크(MB3)의 어드레스 6에 저장된 데이터와 제

7 뱅크(MB7)의 어드레스 14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연산 소자(AE7)는 제 3 뱅크(MB3)의 어드레스 

7에 저장된 데이터와 제 7 뱅크(MB7)의 어드레스 15에 저장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나머지 단계들(Stage2-Stage4

)에서 연산 소자들(AE0-AE7)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도 16a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도 16b는 도 16a에 도시된 연산 소자(AE0)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radix-4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

행하는 연산 소자들(AE0-AE7)의 회로 구성은 모두 동일하므로 이 실시예에서는 연산 소자(AE0)의 회로만을 도시한

다. 도 16b를 참조하면, radix-4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소자(AE0)는 2 개의 가산기들과 1 개의 곱셈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제 1 단계(Stage1)에서 연산 소자(AE0)는 제 0 뱅크(MB0)에 저장된 0번째 데이터와 제 4 뱅크

(MB4)에 저장된 8번째 데이 터를 더하고 그 결과를 제 0 뱅크(MB0)의 어드레스 0에 저장하고, 제 0 뱅크(MB0)에 저

장된 0번째 데이터와 제 4 뱅크(MB4)에 저장된 8번째 데이터의 차에 계수(W[0])를 곱하고 그 결과를 제 4 뱅크(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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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어드레스 8에 저장한다.

도 17a는 도 16에 도시된 예에서 제 1 단계(Stage1)동안 데이터 메모리(400)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해서 메모리 인터

페이스(350)를 통해 연산 소자들(AE0-AE7)로 제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다만, 도 17a에서는 데이터 메모

리(400)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16으로 한정하지 않고 N 개로 일반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도 17a를 참조하면, 메모리 인터페이스(350)는 선택기(351), 독출 매트릭스 어레이(352), 변환기(353) 그리고 출력 

매트릭스 어레이(354)를 포함한다. 독출 매트릭스 어레이(352)는 크기가 R*R(이 실시예에서는 2*2)인 독출 매트릭

스들(352a-352d)을 M/R(이 실시예에서는 4)개 구비하고, 출력 매트릭스 어레이(354)는 독출 매트릭스 어레이(352)

와 동일하게 크기가 R*R(이 실시예에서는 2*2)인 출력 매트릭스(354a-354d)을 M/R(이 실시예에서는 4)개 구비한

다.

radix-2 FFT 연산이 시작되면, 메모리 인터페이스(350)는 우선 뱅크들(MB0-MB7) 각각의 최하위비트 어드레스가 

0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시에 독출한다. 뱅크들(MB0-MB7)의 어드레스 

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들은 선택기(351)로 입력된다. 선택기(351)는 제

0 및 제 4 뱅크들(MB0, MB4)의 어드레스 0 및 에 각각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352a)의 0번째 열(p0)

에 저장하고, 제 1 및 제 5 뱅크들(MB1, MB5)의 어드레스 및 에 각각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352

b)의 1번째 열(p1)에 저장하고, 제 2 및 제 6 뱅크들(MB2, MB6)의 어드레스 및 에 각각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352c)의 0번째 열(p0)에 저장하고, 그리고 제 3 및 제 7 뱅크들(MB2, MB6)의 어드레스 및 

에 각각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352d)의 1번째 열(p1)에 저장한다. 계속해서 메모리 인터페이스(350)는 뱅

크들(MB0-MB7) 각각의 최하위비트 어드레스가 1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시에 독출한다. 뱅크들(MB0-MB7)

의 어드레스 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들은 선

택기(351)로 입력된다. 선택기(351)는 제 0 및 제 4 뱅크들(MB0, MB4)의 어드레스 1 및 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를 독출 매트릭스(352a)의 1번째 열(p1)에 저장하고, 제 1 및 제 5 뱅크들(MB1, MB5)의 어드레스 및 로

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352b)의 1번째 열(p1)에 저장하고, 제 2 및 제 6 뱅크들(MB2, MB6)의 어드레

스 및 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352c)의 1번째 열(p1)에 저장하고, 그리고 제 3 및 제 7 뱅크

들(MB2, MB6)의 어드레스 및 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352d)의 1번째 열(p1) 에 저장한다.

변환기(353)는 독출 매트릭스 어레이(352)에 대한 전치 행렬 변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 매트릭스 어레이(354)

에 저장한다. 즉, 독출 매트릭스(352a)의 0번째 및 1 번째 열들(p0, p1)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 매트릭스(354a)의 0

번째 및 1번째 행들(q0, q1)에 각각 저장되고, 독출 매트릭스(352b)의 0번째 및 1 번째 열들(p0, p1)에 저장된 데이

터가 출력 매트릭스(354b)의 0번째 및 1번째 행들(q0, q1)에 각각 저장되고, 독출 매트릭스(352c)의 0번째 및 1 번째

열들(p0, p1)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 매트릭스(354c)의 0번째 및 1번째 행들(q0, q1)에 각각 저장되고 그리고 독출 

매트릭스(352d)의 0번째 및 1 번째 열들(p0, p1)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 매트릭스(354d)의 0번째 및 1번째 행들(q0

, q1)에 각각 저장된다.

출력 매트릭스들(354a-354d)의 각 행에 저장된 데이터는 대응하는 연산 소자로 동시에(즉, 병렬로) 제공된다. 즉, 출

력 매트릭스(154a)의 0번째 행(q0)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들(AE0)로, 1번째 행(q1)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1)로, 출력 매트릭스(154b)의 0번째 행(q0)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들(AE2)로, 1번째 행(q1)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3)로, 출력 매트릭스(154c)의 0번째 행(q0)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들(AE4)로, 1번째 

행(q1)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5)로 그리고 출력 매트릭스(154d)의 0번째 행(q0)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들(AE6)로, 1번째 행(q1)에 저장된 데이터는 연산 소자(AE7)로 제공된다.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은 연산 소자들(AE0-AE7)은 병렬로 FFT 연산을 수행한 다.

도 17b는 도 16에 도시된 제 1 단계(Stage1)동안 도 17a에 도시된 과정에 이어서 연산 소자들(AE0-AE7)의 연산 결

과를 데이터 메모리(400)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메모리 인터페이스(350)는 연산 소자들(AE0-AE7)

의 연산 결과를 데이터 메모리(400)에 저장하기 위하여 입력 매트릭스 어레이(355), 기입 매트릭스 어레이(357)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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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택기(358)를 포함한다.

연산 소자들(AE0-AE3)의 FFT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들(355a-355b)의 대응하는 행에 각각 저장된다. 즉, 연산

소자(AE0)의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5a)의 0번째 행(v0)에, 연산 소자(AE1)의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

5a)의 1번째 행(v1)에, 연산 소자(AE2)의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5b)의 0번째 행(v0)에, 연산 소자(AE3)의 연

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5b)의 1번째 행(v1)에, 연산 소자(AE4)의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5c)의 0번째 행(

v0)에, 연산 소자(AE5)의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5c)의 1번째 행(v1)에, 연산 소자(AE7)의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5d)의 0번째 행(v0)에 그리고 연산 소자(AE1)의 연산 결과는 입력 매트릭스(355d)의 1번째 행(v1)에 저

장된다.

입력 매트릭스들(355a-355d)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변환기(356)에 의해서 전치 행렬 변환되어서 기입 매트릭스들(3

57a-357d)에 저장된다. 즉, 입력 매트릭스(355a)의 0번째 및 1 번째 행들(v0, v1)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 매트릭스

(357a)의 0번째 및 1번째 열들(w0, w1)에 각각 저장되고, 입력 매트릭스(355b)의 0번째 및 1 번째 행들(v0, v1)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 매트릭스(357b)의 0번째 및 1번째 열들(w0, w1)에 각각 저장되고, 입력 매트릭스(355c)의 0

번째 및 1 번째 행들(v0, v1)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 매트릭스(357c)의 0번째 및 1번째 열들(w0, w1)에 각각 저장

되고, 그리고 입력 매트릭스(355d)의 0번째 및 1 번째 행들(v0, v1)에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 매트릭스(357d)의 0번

째 및 1번째 열들(w0, w1)에 각각 저장된다.

선택기(358)는 먼저 기입 매트릭스들(357a-357d) 각각의 0번째 열(w0)에 저장된 데이터를 뱅크들(MB0-BM7) 각

각의 어드레스 0에 저장한다. 다음 기입 매트릭스들(357a-357d) 각각의 1번째 열(w1)에 저장된 데이터를 뱅크들(M

B0-BM7) 각각의 어드레스 1에 저장한다.

도 17a 내지 도 17b에 도시된 과정들에 의해서 도 16a에 도시된 제 1 단계(Stage1)가 수행된다. 도 16a에 도시된 제

2 단계(Stage2)는 도 17a 및 도 17b에 도시된 제 1 단계(Stage1)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다음 표 1은 N 데이

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ix-2 FFT 연산의 제 2 단계(Stage2)에서,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독출되어서 선택기(351)를 

통해 독출 매트릭스들(352a-352d)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들과 출력 매트릭스들(354a-354d)에 저장되는 데

이터의 어드레스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1]

다음 표 2는 제 3 단계(Stage3)에서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독출되어서 선택기(351)를 통해 독출 매트릭스들(352a-3

52d)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들과 출력 매트릭스들(354a-354d)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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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음 표 3은 제 4 단계(Stage4)에서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독출되어서 선택기(351)를 통해 독출 매트릭스들(352a-3

52d)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들과 출력 매트릭스들(354a-354d)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3]

상술한 바와 같은 도 17a 및 도 17b 그리고 표 1 내지 표 3에 도시된 과정들을 통해서 N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rad

ix-2 FFT 연산이 수행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변환 시스템에서 데이터 메모리의 각 뱅크들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메

모리 인터페이스의 구성을 일반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도 18을 참조하면, 데이터 메모리(400)는 M 개의 뱅크들(MB0

-MB(M-1))을 포함하고, 데이터는 뱅크들(MB0-MB(M-1))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radix-R FFT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메모리(400)의 어드레스 0부터 어드레스 까지에 저장된 데이터가 M 개의 연산

기들(AE0-AE(M-1))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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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인터페이스(350)에 구비되는 선택기(351)는 뱅크들(MB0-MB(M-1))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독출 매트릭스 

어레이(352)로 제공한다. 독출 매트릭스 어레이(352)는 개의 독출 매트릭스들을 포함하며, 각 독출 매트릭스의 

크기는 R*R이다. 그러므로, 독출 매트릭스 어레이(352)의 전체 크기는 R*M이다. 출력 매트릭스 어레이(354)는 독출 

매트릭스들에 각각 대응하는 개의 출력 매트릭스들을 포함하며, 각 출력 매트릭스의 크기는 R*R이다. 출력 매트

릭스 어레이(354)의 전체 크기는 R*M이다. 출력 매트릭스들 각각은 대응하는 독출 매트릭스의 전치 행렬 변환된 데

이터를 저장한다.

도 19는 도 18에 도시된 독출 매트릭스들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9에서 x=y=R이

고, s는 단계(Stage)를 나타낸다. 또한, 독출 매트릭스의 데이터 기입/독출 시작점은 (j,0)이다.

예시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잘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에는 다양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을 모두 포함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범위는 그러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폭넓

게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데이터 변환 시스템은 직렬 연산 방식과 병렬 연산 방식을 혼합한 블럭-병렬 연산 방식으로서 

연산 속도와 하드웨어 크기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radix-2 및 radix-4와 같은 F

FT 알고리즘의 종류, 연산 소자의 개수등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변환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래딕스(radix)-R(R은 양의 정수)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M(M은 양의 정수) 개의 연산 소자

들과;

M 개의 뱅크들로 나뉘어지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메모리; 및

상기 뱅크들에 저장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을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 중 R 데이터 포인트씩을 상기

입력 데이터로서 상기 연산 소자들로 각각 제공하고 그리고 상기 연산 소자들 각각의 연산 결과를 상기 데이터 메모

리에 저장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상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상기 M*R 데이터 포인트들 중 상기 R 데이터 포인트씩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하

는 데이터 독출 수단; 및

상기 연산 소자들 각각의 연산 결과를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하는 데이터 기입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초기에 상기 각 데이터 포인트들은 0번째 뱅크부터 M-1번째 뱅크까지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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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M과 상기 R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독출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제 1 버퍼

어레이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2 버퍼 어레이와;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1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버퍼 어레이들의 크기는 각각 M*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

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일 때, 상

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상기 열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

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일 

때, 상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

기 행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입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제 3 

버퍼 어레이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4 버퍼 어레이와;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2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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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뱅크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열들에 저장된 데

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뱅크들에 병렬로 기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에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제 3 버

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열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에 저 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상기 R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독출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1 버퍼 어레이와;

상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소정 위치에 각각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제 1 선택기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2 버퍼 어레이; 및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1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

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연 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입 수단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제 3 

버퍼 어레이와;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로 배열되는 제 4 버퍼 어레이와;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2 변환기; 및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각 열들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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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은 상기 뱅크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의 상기 열들에 저장된 데

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뱅크들에 병렬로 기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1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K(K는 양의 정수)-비트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가능한 위치들을 가지며, 상기 각 뱅크들의 위치

들은 상기 K-비트 어드레스 중 상위 log 2 M-비트들로 구성된 뱅크 어드레스와 상기 K-비트 어드레스 중 상위 log 

2 M-비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들로 구성된 위치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

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뱅크들의 N/M(N은 K보다 작은 양의 정수) 위치들에 상기 연산 결과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상기 데이터 메

모리에 저장된 연산 결과들은 상기 K-비트 어드레스 중 상기 뱅크 어드레스의 비트들과 상기 위치 어드레스의 하위 l

og 2 N/M 비트들을 역순으로 배열된 어드레스에 따라서 독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1.
데이터 변환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래딕스(radix)-R(R은 양의 정수) 버터플라이 연산을 수행하는 M(M=R*k, k는 2이상의 정수) 개

의 연산 소자들과;

M 개의 뱅크들로 나뉘어지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메모리; 및

상기 뱅크들에 저장된 R*R 데이터 포인트들을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 중 R 데이터 포인트씩을 상기 

입력 데이터로서 상기 연산 소자들로 각각 제공하고 그리고 상기 연산 소자들 각각의 연산 결과를 상기 데이터 메모

리에 저장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각각이 R 개의 행들과 R 개의 열들로 배열되는 M/R 개의 제 1 버퍼 어레이들과;

상기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M*R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의 소정 위치에 각각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제 1 선택기와;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R 개의 행들과 R 개의 열들로 배열되는 M/R 개의 제 2 버퍼 어레

이들과;

상기 제 1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1 변환기와;

각각이 R 개의 행들과 R 개의 열들로 배열되고,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M/R

개의 제 3 버퍼 어레이들과;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R 개의 행들과 R 개의 열들로 배열되는 M/R 개의 제 4 버퍼 어레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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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버퍼 어레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뱅크들에 병 렬로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해서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에 저장하는 제 2 변환기; 및

상기 제 4 버퍼 어레이들의 각 열들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뱅크들에 병렬로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제

2 선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

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기 대응하는 연산 소자들로 병렬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일 때, 상

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각 제 1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열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대응하는 제 2 버퍼 어

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로 제공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포인트들일 

때, 상기 제 1 변환기는 상기 각 제 1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제 2 버퍼 어레이

의 상기 행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은 상기 연산 소자들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은 

상기 대응하는 제 3 버퍼 어레이의 상기 행들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복수의 뱅크들에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각 제 3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대응하는 제 4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열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청구항 2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연산 소자들의 상기 연산 결과들이 상기 뱅크들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제 2 변환기는 상기 

각 제 3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장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상기 대응하는 제 4 버퍼 어레이들의 상기 행들에 저

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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