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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코덱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에 주로 이용되는 엔트로피 코딩 방식 의 하나인 

허 만 코딩을 한 용 하드웨어를 제안하고 구 하 다. 제안한 허 만 코덱은 허 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

되어 있다. 허 만 인코더는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심볼을 허 만 코드로 변환한다. 가변 길이의 허 만 코드는 

데이터 패킷화 블록에서 32 비트의 일정한 형식으로 맞추어진 후에 임 단 로 직렬로 출력된다. 허 만 디코더

는 직렬로 입력되는 비트스트림을 버퍼링 없이 트리 구조의 FSM을 이용하여 디코딩하여 심볼로 변환한다. 제안한 

하드웨어는 동작의 유연성을 해서 인코딩과 디코딩 하드웨어를 로그래머블하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여 

로그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허 만 코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구 한 하드웨어는 Altera사의 Cyclone III 

FPGA를 이용하여 검증하 고, 3725개의 LUT를 사용하면서 최  365MHz로 동작이 가능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d implemented a dedicated hardware for Huffman coding which is a method of entropy coding to use 

compressing multimedia data with video coding. The proposed Huffman codec consists Huffman encoder and decoder. The Huffman encoder 

converts symbols to Huffman codes using look-up table. The Huffman code which has a variable length is packetized to a data format with 32 

bits in data packeting block and then sequentially output in unit of a frame. The Huffman decoder converts serial bitstream to original symbols 

without buffering using FSM(finite state machine) which has a tree structure. The proposed hardware has a flexible operational property to 

program encoding and decoding hardware, so it can operate various Huffman coding. The implemented hardware was implemented in Cyclone 

III FPGA of Altera Inc., and it uses 3725 LUTs in the operational frequency of 36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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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 압축 방법에는 크게 손실압축과 무손실압축 

두 가지로 나  수 있으며, 압축에 이용되는 성질 측면에

서 엔트로피 기법과 상 기반 기법의 두 가지로 나  수

도 있다. 무손실압축이란 압축한 데이터를 복원했을 때 

복원한 데이터가 압축 의 데이터와 완 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법은 압축할 때 압축할 데이터에 어떤 

변경이나 수정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정

보에서 정확성이 생명인 데이터의 압축에 사용되는 기

법으로 비트 보존 압축기법이라고도 부른다. 무손실압

축 알고리즘으로는 RLC(Run Length Coding)  

VLC(Variable Length Coding)를 주로 사용하는데 최근 

고속 상 처리 응용에서는 VLC 기법인 허 만 부호화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1][2]. 

허 만 부호화는 무손실압축 부호화 방법이며, 데이

터통신, 음성 압축, 비디오 는 상 압축에 두루 사용

된다. 허 만 부호화 방법은 통계학 으로 발생 확률이 

높은 심볼에 해서는 짧은 비트를 할당하고 발생 확률

이 은 심볼에 해서는 긴 비트를 할당하여 체 으

로 데이터 크기를 이는 방법이다[3][4]. 허 만 코덱에

서 원데이터에 한 압축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압축데

이터에 한 원데이터를 복원하기 해서 Look-up table

이 요구되는데 기존 허 만 코덱에 사용되는 Look-up 

table 방식  ROM(Read Only Memory) 는 PLA 

(Programmable Logic Array)의 구조를 사용하여 코덱을 

구 할 수 있지만, 용분야가 한정된다는 단 과 비교

동작을 수행하기 해서 Match Logic이 따로 필요하다

는 단 을 가지고 있다[5]. 따라서 허 만 테이블의 재구

성이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ROM이나 PLA 방식이 아

닌 CAM(Content Addressable Memory)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7]. 그러나 기존의 CAM을 이용한 허 만 

코덱의 Look-up table 방식에서는 읽기  쓰기동작과 매

치동작이 분리되어 수행되지 않으므로 제어가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동작시에 매치라인이 로

 상태가 되어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 을 가지

고 있다[8].    허 만 디코딩은 특성에 따라서 크게 트리-

기반 방식[9]과 그룹-기반 방식[10]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LUT 방식으로 허 만 인코딩을 수행

하고 트리-기반 방식으로 디코딩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를 구 하고자 한다. 로그래머블한 하드웨어를 구

하기 해서 로그래 이 가능한 LUT 방식을 용하

고, 마찬가지로 로그래머블한 FSM 기반의 트리 구

조의 디코더를 용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본

인 허 만 코딩의 알고리즘을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

서는 제안한 하드웨어의 구조를 설명한다. 4장에서 구

한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Huffman coding

2.1 허 만 코딩 알고리즘

1952년에 A. D. Huffman이 무손실 압출을 수행하기 

해 이용되는 새로운 코드 구조를 개발했다[11]. 이 허

만 코딩은 무손실 압축에서의 모델링과 심볼-코드워

드 맵핑 함수를 하나의 단일과정으로 처리한다. 입력 데

이터는 실질  모델링 과정을 해 심벌의 순열로서 분

할된다. 이처럼 부분의 상압축분야에서 데이터는 

심벌로 구성된 알 벳의 크기를 제한하게 된다. 허 만

의 코드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기호에 응하는 잎을 만들고, 발생확률을 기록

한다.

② 발생확률이 가장 낮은 2개의 잎을 1개의 새로운 잎

으로 결합하여 한쪽에는 “0”을 다른 한쪽에는 “1”

을 할당하고, 두 발생확률의 합을 새로운 잎에 기

록한다.

③ 잎이 1개일 때, 즉 발생확률의 합이 1이 될 때까지 

②를 반복한다.

④ 뿌리에서 각 기호의 잎으로 연결되는 가지에 붙어

진 “0”과 “1”의 계열이 그 기호의 부호어가 된다.

허 만 코드는 평균 부호 길이 L을 최소로 하는 컴팩

트 부로호서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 해서는 짧은 코

드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 해서는 긴 코드가 할당

되는 방식이다[13]. 그러나 2원 정보원과 같이 기호의 수

가 작을 때 각 기호를 단독으로 부호화하는 것으로는 효

율 좋은 부호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몇 개의 기호를 묶

어 부호화 하면, 평균 부호 길이 L을 짧게 하여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를 들어, 발생 확률 P(A)=0.85, P(B)=0.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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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허 만 코드 할당 과정
Fig. 1. Huffman code generation procedure

가지는 정보원 기호 A와 B를 2원 허 만 인코딩하는 과

정을 그림1에 나타냈다.

2.2  허 만 코딩의 하드웨어 구조

데이터의 통계학  특성을 이용한 허 만 압축 부호

화는 상신호처리, 음성신호처리  데이터 장 등의 

다양한 응용에 비손실 압축기법으로 범 하게 용

되고 있다. 허 만 코덱은 부호화  복호화에 허 만 트

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속의 

상처리 응용에서의 ASIC 구 에 사용되고 있다. 허 만 

테이블은 엔코더에서 허 만 트리를 형성할 때 심볼에 

부과되는 코드어를 장하여두는 곳이다. 허 만 부호

에 한 코드 테이블은 고정테이블인 경우 ROM 는 

PLA를 사용하고, 부호의 내용이 가변 인 경우는 RAM

이나 CAM을 사용할 수 있다[5][6][7][8].

ROM을 이용한 Look-up table의 구조는 기존 허 만 

디코더의 Look-up table 구조는 비트 병렬 방식으로 디코

딩을 하는 방법으로 ROM 기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ROM 기반 구조는 State register, ROM Table, Buffer로 구

성되어 있다. 기존 ROM 기반 구조는 간단하여 구 이 

용이하다는 장 은 있으나, 피드백 루 에 의한 동작 속

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어서 고속 코덱에는 응용이 불

가능하다는 문제 이 있다. 그리고 코드어가 가변 인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6]. 

PLA를 이용한 Look-up table 구조는 ROM 신에 

PLA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PLA 기반 구조는 ROM 기

반 구조의 단 인 속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로서 

약 200Mbit/s 정도의 속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정구조

만을 사용하므로 코드 테이블이 변하는 형태에는 용

이 불가능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즉 허 만 테이

블의 재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  

때문에 응용분야에 따라 데이터의 통계  분포에 맞추

어 코드 테이블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사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ROM 이나 PLA 구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드 테이블을 재구성하

기 해서는 가변이 용이한 CAM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7]. 

CAM을 이용한 Look-up table의 구조는 CAM 셀에서 

매치신호가 "High"가 되면 RAM 셀의 해당 워드라인을 

"High"로 만들어서 RAM에 장되어있는 데이터를 출

력하는 구조로 되어있다.[8,9] 기존 CAM 셀은 6개의 트

랜지스터를 사용하는 SRAM과 데이터 매치동작을 한 

4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Exclusive-NOR 구조로 되어

있고 읽기나 장을 할 때의 동작원리는 기존의 RAM과 

같으며, 매치동작인 경우 매치선은 3.3[V]로 리차지 

되고, 메모리 셀에 "High"가 장되어 있을 때 bit 선으로 

"High"가 입력되면 회로 아래 부분의 4개의 트랜지스터

가 형성하는 두 개의 경로는 끊어져서 매치선은 "High"

로 유지된다. 만약, 메모리 셀의 내용과 비트선의 내용이 

다르면 두 개의 경로  하나가 지로 연결되어 매치선

은 "Low"로 된다. 따라서 기존 CAM 셀의 경우 읽기  

쓰기동작과 매치동작이 분리되어 수행되지 않으므로 

제어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동작시에 매

치라인이 로  상태가 되어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

는 단 을 가지고 있다[6][7][8].

트리-기반 방식은 허 만 코드 생성 트리의 역순으로 

비트를 추 하면서 디코딩을 수행한다. 그룹-기반 방식

은 고정된 허 만 코드를 사용할 경우 고속처리가 가능

하다. 트리-기반 방식은 디코딩 시간이 가변인 단 이 

있지만 일반 으로 체 상복원 시간에 비해서 허

만 디코딩이 매우 작은 시간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 인 동작 시간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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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한 하드웨어 구조

본 장에서는 허 만 인코딩과 디코딩을 한 제안한 

하드웨어의 구조에 해서 설명한다.

3.1 허 만 코덱의 체 구조

허 만 코덱은 허 만 인코더와 허 만 디코더로 구

성된다. 제안한 허 만 코덱의 가장 큰 특징은 인코더

와 디코더가 로그래머블하다는 것이다. 허 만 인코

더는 입력 인터페이스(Input Interface, II)와 DP- 

RAM(DR), 데이터 패킷화기(Data Packetizer, DP), 출력 

FIFO(Output FiFO, OF), 그리고 비트스트림 생성기

(Bitstream Generator, BG)로 구성된다. 허 만 디코더는 

FSM 구성기(FSM Configurator, FC), 로그래머블 

FSM(Programmable FSM, PF), 그리고 출력 인터페이스

(Output Interface, OI)로 구성된다. 

그림 2. 허 만 코덱의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Huffman codec

먼  허 만 인코더의 구조에 해서 설명한다. 입력 

인터페이스는 입력된 심볼을 버퍼링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DP-RAM은 허 만 인코딩을 담당하는 블록으로 

입력된 심볼을 허 만 코드(huffman_code)와 허 만 코

드의 길이에 한 정보(code_size)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한 외 조건인 경우에 심볼을 그 로 송하

는 역할도 담당한다. DP-RAM은 제어기와 LUT들로 구

성되고, LUT는 SRAM을 사용하여 로그램이 가능하

도록 하 다. 데이터 패킷화기는 허 만 인코더에서 가

장 복잡하면서 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DP-RAM으로

부터 출력된 정보들은 각 클록마다 가변 인 특성을 갖

는다. 따라서 이러한 가변 인 비트들을 일정한 길이(32

비트)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 

작업을 출력 FIFO가 담당한다. 비트스트림 생성기는 32

비트 데이터를 임 단 로 모아둔 뒤에 직렬로 출력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허 만 디코더의 구조에 해서 설명한다. 

허 만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허 만 디코더도 역시 

로그래머블한 구조를 갖는다. 먼  기 로그래 을 

통해서 허 만 디코딩을 한 FSM의 트리를 결정한다. 

이러한 FSM의 구성은 FSM 구성기를 통해서 수행된다. 

로그래머블 FSM이 허 만 디코딩을 수행하는 블록

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트리-기반의 디코딩을 수

행할 수 있는 다수 개의 FSM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FSM들은 재구성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FSM

들이 갖고 있는 트리 이상의 허 만 코드에 해서는 

로그래 이 불가능한 한계는 갖는다. 따라서 제안한 구

조를 이용하여 허 만 디코더를 설계할 경우에는 가장 

긴 허 만 코드의 크기에 맞는 FSM을 반드시 내부에 한 

개 이상 넣어두어야 한다. 로그래머블 FSM을 통해서 

검출된 심볼은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버퍼링 된 후에 

다음 블록으로 출력된다.

3.2 허 만 인코더

본 에서는 앞서 설명한 허 만 인코더를 좀 더 자세

히 설명하도록 한다. 먼  입력된 심볼에 해서 허 만 

코드를 직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DP-RAM의 구

조를 살펴본다. DP-RAM은 다수 개의 LUT(look-up 

table)로 구성되고, LUT_select 신호에 의해서 입력된 심

볼을 한 LUT를 통해 코드를 할당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구 한 하드웨어에는 6개의 LUT로 구성된다. 본 

연구 이 개발하고 있는 압축 분야에 활용하기 해서 

개발한 것으로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범

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LUT 내부에는 허

만 코드(huffman_code)와 허 만 코드의 길이를 나타

내는 코드 크기(code_size)에 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심

볼이 입력되면 심볼을 LUT의 주소로 사용하여 LUT 내

부에 장된 허 만 코드와 코드의 길이 정보를 출력한

다. 그림 3에 DP-RAM의 간략한 구조를 나타냈다. 

데이터 패킷화기는 다양한 길이의 허 만 코드값을 32 

비트의 일정 길이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림 4에서 보이

는 것처럼 허 만 코드의 길이에 한 정보는 비트정보 

신호(code_size)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첫 번

째 다  쉬 터(Multi-shifter1)에 허 만 코드를 순서 로 

장하는데, 외 역에 해당되는 계수가 발견 되었을 

경우는 허 만 코드 외에 심볼(symbol)도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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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P-RAM의 구조
Fig. 3. Architecture of DP-RAM

그림 4. Data Packetizer의 구조
Fig. 4. Architecture of Data Packetizer

이와 동시에 비트 정보는 되면서 비교기

(Comparator)에 의해 32비트 출력이 가능한지 단한다. 

32비트 이상의 허 만 코드가 확인되면 두 번째 다  쉬

터(Multi-shifter2)에 보내진 후 재 정렬되어 32비트 단

로 출력된다. 체 인 동작은 부 역별로 이루어지

고 32비트에서 부족한 데이터는 값으로 채워 32비트

로 만든다. 상의 시작과 끝, 역에 한 정보, 그리고 

필드  임 정보 등은 구획기(Delimiter)에 장되어 

압축결과와 함께 복원을 한 정보로 부가된다.

3.3 허 만 디코더

허 만 디코더는 그림 5에 보이는 것과 같이 허 만 

디코딩 결과로 16비트의 심볼(Symbol[15:0])를 출력한

다. 16비트 두 개의 입력 포트로부터 32비트 단 의 입력 

데이터를 받고 코드경계 검출기(Delimiter detector)에 의

해서 역 정보를 비롯하여 상에 한 데이터를 추출

하고 직렬 쉬 터(HD shifter)를 통해 직렬 데이터를 발

생시켜 허 만 디코딩을 수행한다. 디코딩을 하면서 

외 역에 한 정보가 검출되면 그 후의 4개의 직렬 데

이터를 심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그림 5. Programmable FSM의 구조
Fig. 5. Architecture of Programmable FSM

허 만 디코더의 트리-기반의 FSM은 인코더와 마

찬가지로 로그래머블한 특성을 갖는다. 트리-기반

의 FSM을 로그래 하는 방법을 아래에 나타냈다. 

먼  표 1에는 간단한 심볼들과 이 심볼들의 발생 확률

에 따라서 선택된 허 만 코드의 를 나타내고 있다. 

총 8개의 심볼들이 존재하고 심볼들에 따라서 최소 1

비트에서 최  5비트의 크기를 갖는 허 만 코드가 존

재한다. 

심볼 허 만 코드

-3 0010

-2 0000

-1 010

0 1

1 011

2 0001

3 00110

4 00111

표 1. 심볼과 허 만 코드의 
Table 1. Example of symbol and Huffman code

표 1과 같은 허 만 코드를 디코딩하기 해서는 그

림 6(a)와 같은 트리 구조의 FSM이 필요하다. 그림 6의 

FSM은 간략히 나타내기 해서 기 상태로 재귀하는 

상태 천이선을 나타내지 않았다.허 만 코드에 따라서 

FSM 구성기에 의해 그림 6(a)의 기본 트리 구조는 그림 

6(b)와 같이 경로가 선택된다. 이러한 경로만 따로 나태

내면 그림 6(c)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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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Programmable FSM의 로그래  방식
Fig. 6. Programming method of Programmable FSM

Ⅳ. 구  결과

본 에서는 제안한 허 만 코덱에 한 구 결과와 

요한 동작들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인다. 먼  

제안한 하드웨어는 Altera사의 Cyclone III EP3C5F256C6

의 FPGA를 이용하여 구 하 고, 이 FPGA에서 3725개

의 조합함수와 1080개의 지스터를 사용하며 구 되

었고, 내부 메모리는 109,123 비트를 사용하 다. 한 

365MHz의 고속 동작도 가능하 다. 

그림 7에는 Altera의 Quartus II 10.0을 사용하여 FPGA

기반의 RTL 합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구 결과인 그림 

7를 허 만 코덱의 블록도인 그림 2와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 차이 은 출력 

FIFO에 데이터를 쓰고 읽기 한 제어 블록이 하나 추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이도록 한다. 허 만 

인코더에서 가장 어려운 동작은 데이터 패킷화기이다. 

따라서 허 만 인코더에서는 표로 데이터 패킷화기

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인다. 그림 8에 데이터 패

킷화기에 한 시뮬 이션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임

의로 000001111이라는 허 만 코드(hc[8..0])를 고정하

여 입력시키고 코드 크기(bi[3..0])를 무작 로 증가  

선택하여 출력되는 32비트 데이터의 출력값(prob_ 

buff[31..0])을 찰하 다. 출력값이 유효한 순간은 

out_valid 신호가 1인 지 이고, ec_f는 외 코드가 발

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c_f가 1이 되면 코드 크기에 

따른 허 만 코드와 심볼(wc[8..0])를 모두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패킷화한다.

그림 7. 허 만 코덱의 FPGA기반 RTL 합성도
Fig. 7. FPGA-based RTL synthesis of Huffman Codec

허 만 디코딩에 한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DP-RAM의 첫 번째 LUT에 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총 32개의 심볼이 존재하고 각 심볼에 해 최소 1비트

에서 최  9비트의 허 만 코드가 할당되어 있다. 한 

표 1을 이용하여 로그래 된 로그래머블 FSM에 

내부의 첫 번째 FSM은 그림 9와 같은 트리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림 8. Data Packetizer의 시뮬 이션 결과
Fig. 8. Simulation of Data Packe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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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허 만 코드 심볼 허 만 코드

-15 010010 1 000

-14 00100001 2 01101

-13 00100110 3 00111

-12 01000100 4 010101

-11 01001110 5 010000

-10 01011100 6 0101111

-9 0010001 7 0100110

-8 0011010 8 0011011

-7 0100011 9 0010010

-6 0101100 10 01011101

-5 001100 11 01000101

-4 010100 12 00100111

-3 00101 13 010011110

-2 01100 14 010011111

-1 0111 15 00100000

0 1 16 0101101

표 2. LUT1의 심볼과 허 만 코드
Table 2. Symbol and huffman code of LUT1

그림 9. 허 만 디코딩을 한 LUT1의 트리 구조
Fig. 9. Tree architecture of LUT1 for huffman decoding

그림 10에 이러한 체 인 디코딩 결과를 나타내었

다. 1이 입력되면 허 만 디코더는 표 2에서 심볼 0를 출

력한다. 그림 10에서 val 신호가 1인 순간에 p 신호의 값

이 심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0111이 순차 으로 입력

되면 -1이라는 심볼을 출력한다. 그리고 01000101이라

는 값이 순차 으로 입력되면 11이라는 심볼을 출력한

다. 표 2에서 심볼 11이 허 만 코드 01000101로 할당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에 연속 인 1이 입력되

어 허 만 디코더는 연속 인 심볼 0을 검출했음을 출력

하고 있다. 

그림 10. 허 만 디코딩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of huffman decoding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로그래 이 가능한 허 만 코덱을 

구 하 다. 허 만 코덱은 허 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고 모두 로그래 이 가능하여 다양한 허

만 코드에 해 응 인 특성을 갖도록 하 다. 구 한  

허 만 인코더는 입력 인터페이스와 DP-RAM, 데이터 

패킷화기, 출력 FIFO, 그리고 비트스트림 생성기로 구성

하 다. 그리고 허 만 디코더는 FSM 구성기, 로그래

머블 FSM, 그리고 출력 인터페이스로 구성하 다. 구

한 하드웨어는 Altera사의 Cyclone III FPGA를 이용하여 

검증하 고, 3725개의 LUT를 사용하면서 최  365MHz

로 동작이 가능하여 고속  고성능 압축 분야에서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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