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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에일리어싱(aliasing)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화소(pixel)의 RGB값을 프레임 버퍼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한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
프트(shift)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고,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프레임 버퍼의 위치 
각각에 RGB값을 묘화함으로써, 화상이 겹쳐쓰기 된다. 즉,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좌표 (1.6, 1.3)에 
있는 점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첫번째 묘화에서는 화소 (1,1)에 써넣어지고(도 7(A)), 두번째 묘
화에서는 화소 (2,1)에 써넣어지며(도 7(B)), 세번째 묘화에서는 화소 (2,1)에 써넣어지고(도 7(C)), 네
번째 묘화에서는 화소 (1,1)에 써넣어진다(도 7(D)).

대표도

도7

색인어

묘화장치(image drawing device), 겹쳐쓰기(overwritting), GPU(그래픽 처리 유니트), 화소(pixel), 프레
임 메모리, Z버퍼, Z소트, 텍스쳐 메모리, 엔티에일리어싱(antialiasing), 프레임 버퍼, 깊이(depth), 다
각형(ppolygon), 좌표변환, 투시변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묘화장치, 묘화방법 및 제공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기기
인 3차원 그래픽 컴퓨터 또는 특수효과장치(이펙터; effector), 등에 있어서, 고화질의 화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묘화장치, 묘화방법 및 제공매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프로세서 및 메모리 등의 고집적화, 고속도화 등에 따라서, 종래는 곤란했던 3차원 화상의 실시간 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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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 예들 들면 비디오 게임기 등에 있어서는, 임장감(臨場感)이 있는 3차원 화
상의 표시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3차원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그 3차원 화
상을 복수의 다각형(polygon; 단위 도형)으로 분해하고, 그것들의 도형 각각을 묘화함으로써, 3차원 화상 
전체를 묘화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하여 묘화되는 3차원 화상은 다각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3차원 화상의 표시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각형의 데이터에 대하여, 좌표 변환 및 클
리핑(clipping) 처리, 라이팅(lighting) 처리 등의 기하학적(geometry) 처리를 수행하고, 그 처리의 결과 
얻어지는 데이터를 투시투영 변환함으로써, 3차원 공간 상의 데이터를 2차원 평면 상의 화소 데이터로 하
여, 그것을 묘화하는 것으로 수행되지만, 그 묘화의 경우에는, 그 때까지, 부동 소수점 또는 고정 소수점
으로 표시되어진 다각형의 위치가, 그것을 화면상의 고정 위치에 있는 화소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정수화
되기 때문에, 에일리어싱(aliasing)이 발생하고, 쟈기(jaggy)라 불리워지는 계단 모양의 깔죽깔죽함이 발
생함으로써, 예를 들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 등보다도 화질이 저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3차원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는, 에일리어싱은 화상의 깜박임(flic-kering)으로 되어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있는 사용자에게 귀찮음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에일리어싱은 화상에 제한되지 않고, 신호를 유한 개의 점으로 표본화(sampling)하는 경우에, 그 
표본화하는 점의 수가 너무 작은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표본화 오차이다.

에일리어싱에 의한 화질의 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한  화소를 보다 미세한 서브픽셀
(subpixel)이라 불리워지는 단위로 가상적으로 분할하고, 그 서브픽셀 단위에서 광선 추적(ray tracing)
의 계산 등을 수행한 후에, 그 계산 결과를 한 화소 단위로 평균화하는 일이 있지만, 광선 추적의 계산에
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세서 및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의 고속화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동화상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위에서 설명한 광선 추적의 계산을 행하는 것은 현재의 경우 곤란하다. 즉, 
동화상은,  일반적으로,  1초당  20  내지  30프레임  정도로  구성되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염가(廉價)의 하드웨어에 의한 광선 추적의 계산을 1초당 서브픽셀 단위로 20 내지 30회도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고해상도의 화상을 생성하고, 그것을 필터링(filtering)하여 화소 수를 줄임으로써, 엔티에일리어
싱(antialiasing)을 수행하는(에일리어싱에 의한 화질의 저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에 의해, 
동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행상도의 화상을 기억하기 위한 대용량 또는 고속의 프레임 버퍼 및 Z버퍼
가 필요하게 되고, 장치가 고 가격화 및 대형화된다.

또한, 엔티에일리어싱을 수행하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어떤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 화소 중
에서 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에 기초하여, 도형 및 배경을 소위 α블렌딩(blending)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하면, 도형의 에지(edge)에 대하여는 엔티에일리어싱이 수행되지만, 
도형에  첨부되는  텍스쳐(texture)의  깜박임  및  3차원  형상들  서로가  교차하고  있는  부분(교선)(예를 
들면, 2개의 구(球) 중의 하나가 다른 구에 박혀져 있는 경우의, 그 2개의 구가 교차하고 있는 부분)에 
발생하는 에일리어싱 등에는 효과가 없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상황에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장치의 고 가격화 및 대형화를 가능한 피하고, 
에일리어싱에 기인하는 화질의 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1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화소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 (shift)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시프트량 설정수
단; 및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서의, 상기 시프트량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
응하는 위치 각각에, 상기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overwriting) 하는 묘화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43항에 기재된 묘화방법은, 화소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시프트량 설정단계; 및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의 위치 각각에 상기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
로써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묘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75항에 기재된 제공매체는, 화소 데이터를 메모리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
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시프트량 설정단계; 및 그 복수의 시프
트량에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의 위치 각각에 상기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
는 묘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항에 기재된 묘화장치에 있어서, 시프트량 설정수단은, 화소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
정하고; 묘화수단은,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서의, 시프트량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위치 각각에,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화상을 겹쳐쓰기 하도록 되어있다.

청구항 43항에 기재된 묘화방법에 있어서는, 화소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
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고;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의 위치 각각에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화상을 겹쳐쓰기 
하도록 되어있다.

청구항 75항에 기재된 제공매체에 있어서는, 화소 데이터를 메모리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
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고;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
하는 메모리의 위치 각각에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처리를 컴퓨터에서 수행시
키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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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비디오 게임기의 일실시 형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비디오 게임기의 정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비디오 게임기의 측면도이다.

도 4는 CD-ROM 51을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5는 도 1의 게임기 본체 2의 전기적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5의 그래픽 메모리 118의 상세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7은 점의 겹쳐쓰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8은 점의 겹쳐쓰기 결과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9는 2×2의 서브픽셀로 구성되는 화소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10은 점을 겹쳐쓰기 하지 않고 1회로 묘화한 경우의 묘화 결과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11은 점의 겹쳐쓰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2는 점의 겹쳐쓰기 결과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13은 묘화 대상의 점의 위치와 겹쳐쓰기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4는 직선의 겹쳐쓰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5는 직선의 겹쳐쓰기 결과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16은 직선의 겹쳐쓰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7은 직선의 겹쳐쓰기 결과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18은 도 5의 게임기 본체 2에 있어서의 다각형의 묘화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flowchart)이다.

도 19는 시점에 근접한 다각형으로부터 차례로 묘화를 수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20은 시점에 근접한 다각형으로부터 차례로 묘화를 수행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21은 시점에 근접한 다각형으로부터 차례로 묘화를 수행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22는 도 18의 단계 S14의 처리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실시예

이하에서,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설명하지만, 그 전에,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각 수단과 이하
의 실시의 형태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수단의 뒤의 괄호 안에, 대응하는 실시의 형태
(단지, 일예)를 부가하여 본 발명의 특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즉, 청구항 1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화상을 묘화하는 묘화장치로서, 화상을 출력하는 2차원 출력장치에 
출력시키는 화소 데이터를 기억하는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예를 들면, 도 6에 도시된 프레임 버퍼 141 
등); 및 화소 테이터를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시프트량 설정수단(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프
로그램의 처리 단계 S6 등); 및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서의, 시프트량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위치 각각에,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묘화수단(예를 들
면, 도 18에 도시된 프로그램 처리 단계 S14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3항, 14항, 25항 및 35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묘화수단이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
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수단(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프로그램의 처리 단계 S5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4항, 15항, 26항 및 36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묘화수단이 한 화면분의 화소 데이터를 화소 데이
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수단(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프로그램
의 처리 단계 S4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회수 결정수단은, 추정수단에 의해 추정된 묘화 시간에 기초하
여,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6항, 17항, 28항 및 38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
하여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수단(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프로그램의 처리 단계 S10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8항 및 19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
에, 단위 도형을 그 깊이(depth) 방향 순서로 소트 (sort)하는 소트수단(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프로
그램의 처리 단계 S7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묘화수단은 단위 도형을 시점(視點)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
로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12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소정의 입력을 주는 경우에 조작되는 조작수단(예를 들면, 도 1에 도
시된 조작장치 17 등);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며, 조작수단으로부
터의 입력에 기초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는 연산수단(예를 들면, 도 5에 도시된 메인 CPU 111 등); 및 연
산수단에 의한 연산 결과에 기초하여 화소 데이터를 구하는 화소 데이터 생성수단(예를 들면, 도 5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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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GPU 115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3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시점
에 따라서, 3차원 화상을 구성하는 단위 도형을 2차원 출력장치 좌표계의 단위 도형으로 변환하는 변환수
단(예를 들면, 도 5에 도시된 메인 CPU 111 등); 변환수단에 의하여 변환된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
서로 소트하는 소트수단(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프로그램의 처리 단계 S7 등); 및 단위 도형의 깊이 
방향의 위치를 표시하는 값을 기억하는 깊이 기억수단(예를 들면, 도 6에 도시된 Z버퍼 142 등);을 추가
로 포함하고; 묘화수단은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깊이 기억수단을 이용하여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33항에 기재된 묘화장치는,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소정
의 입력을 주는 경우에 조작되는 조작수단(예를 들면, 도 1에 도시된 조작장치 17 등); 기록매체에 기록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며, 조작수단으로부터의 입력에 기초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
는 연산수단(예를 들면, 도 5에 도시된 메인 CPU 111 등); 연산수단에 의한 연산의 결과 얻어지는 단위 
도형을 2차원 출력장치 좌표계의 단위 도형으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예를 들면, 도 5에 도시된 메인 CPU 
111 등); 변환수단에 의하여 변환된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수단(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프로그램의 처리 단계 S7 등); 및 단위 도형의 깊이 방향의 위치를 표시하는 값을 기억하는 
깊이 기억수단(예를 들면, 도 6에 도시된 Z버퍼 142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묘화수단은 단위 도형을 시
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깊이 기억수단을 이용하여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기재는 각 수단을 위에서 설명한 것에 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비디오 게임기의 일실시의 형태의 구성을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또한, 도 2는 
그  정면도(도  1에  있어서,  아래  방향으로부터  바라본  그림)을,  도  3은  그  우측면의  측면도(도  1에 
있어서, 오른쪽 방향으로부터 바라본 측면도)를 각각 도시한다.

비디오 게임기는, 게임기 본체 2, 게임기 본체 2와 접속되는 실질적으로 사각형 모양을 이루는 접속단자 
26을 포함한 조작장치 17, 및 마찬가지로 게임기 본체 2와 접속되는 기록장치 38로 구성되어있다.

게임기 본체 2는, 실질적으로 사각형으로 형성되고, 그 중앙의 위치에 게임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
그램(뒤에 설명하는 랜더링(rendering; 묘화)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및 데이터가 
기록된 게임기용 기록매체를 장착하는 디스크 장착부 3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 디스
크 장착부 3에는,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CD(Compact Disk) - ROM(Read Only Memory) 51이 
게임용 기록매체로서 탈착(脫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게임기용 기록매체는 디스크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디스크 장착부 3의 좌측에는, 게임을 리셋(reset)하는 경우 등에 조작되는 리셋 스위치 4, 전원의 온/오
프를 하는 경우에 조작되는 전원 스위치 5가 설치되어있고, 그 우측에는, 디스크 장착부 3을 개폐하는 경
우에 조작되는 디스크 조작 스위치 6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게임기 본체 2의 정면에는, 조작장치 17 및 
기록장치 38을 1조로 하여 접속할 수 있는 접속부 7A,7B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2
조의 조작장치 17 및 기록장치 38을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부 7A,7B가 설치되어 있지만, 접속부는, 2조 
이외의 조수의 조작장치 17 및 기록장치 38을 접속할 수 있는 수만큼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  접속부 7A  또는 7B에  대하여,  조작장치 17  및  기록장치 38의  접속 수를 확장하도록 하는 어댑터 
(adaptor)를 장착함으로써, 다수의 조작장치 및 기록장치를 접속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속부 7A,7B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단으로 형성되고, 상단에는 기록장치 38과 접속되는 
기록 삽입부 8을 설치하고, 하단에는 조작장치 17의 접속단자부 26과 접속되는 접속단자 삽입부 12를 설
치한 구조로 되어있다.

기록  삽입부  8의  삽입홀은,  가로방향으로  긴  장방형  모양으로  형성되고,  그  아래측의  양단의 코너
(corner)를 위측의 양단의 코너에 비해 둥글기를 크게 하여, 기록장치 38이 반대로 삽입될 수 없는 구조
로 되어있다. 또한, 기록 삽입부 8에는 내부의 전기적 접속을 얻는 접속단자(도시되지 않음)를 보호하기 
위한 셔터 9가 설치되어있다.

셔터 9는, 예를 들면, 코일-트위스트(coil-twisted) 스프링 모양으로 형성된 스프링 등의 탄성체(도시되
지 않음)에 의해 항상 밖으로 향하여 힘이 가해진 형태로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셔터 9는, 기록장치 38
을 끼워 넣은 경우에는 기록장치 38을 삽입하는 선단측에 의해 안쪽으로 열려지고, 기록매체 38을 뽑은 
경우에는 탄성체의 탄성력에 의해 되돌아오며 자동적으로 닫혀진 형태로 되고, 내부의 접속단자의 먼지 
막음의 역할을 하며, 또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접속단자 삽입부 12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로방향으로 긴 장방형 모양을 한 삽입홀의 
아래측의 양단의 코너를 위측의 양단의 코너에 비하여 둥글기를 크게한 형태로 하여, 조작장치 17의 접속
단자부 26이 반대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고, 또한 기록장치 38도 들어가지 않도록 삽입홀의 형태를 다르
게 한 구조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하여, 기록장치 38 및 조작장치 17의 삽입홀의 크기 및 형태를 다르게 
하여 서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한 구조로 되어있다.

조작장치 17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손의 손바닥에 끼고 5개의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조작
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고; 좌우 대칭으로 연결 설치된 환형(丸型) 형태로 형성된 제 1조작부 18 및 
제 2조작부 19; 이 제 1조작부 18 및 제 2조작부 19로부터 각(角) 모양으로 돌출 형성된 제 1지지부 20 
및 제 2지지부 21; 제 1조작부 18와 제 2조작부 19의 중간 위치의 잘록한 부분에 설치된 선택 스위치 22 
및 시작 스위치 23; 제 1조작부 18 및 제 2조작부 19의 전면측에 돌출 형성된 제 3조작부 24 및 제 4조작
부 25; 및 게임기 본체 2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접속단자부 26 및 케이블 27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조작장치 17은, 접속단자부 26 및 케이블 27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적외선 등에 의하여 게임
기 본체 2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조작장치 17에는 그 자체를 진동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모터 등을 내장시킬 수 있다. 조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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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을  게임의  장면에  대응하여  진동시킴으로써,  사용자에  대하여,  보다  임장감을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조작장치 17에 내장시킨 모터로서는 회전 수가 다른 복수의 모터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게임의 경우에 적용된 작은 진동 및 큰 진동, 또한 그것을 조합한 진동을 사용자에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접속단자부 26은, 게임기 본체 2와 전기적 접속을 하기 위한 케이블 27의 선단에 부착되어 있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좌우의 양측면에는 요철(凹凸) 모양의 어떤 형태로 하여, 소위 깔쭉깔쭉한 모양으
로 된 미끄럼 방지 가공(예를 들면, 널링(knurling) 가공 등)이 수행되는 파지(把持)부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접속단자부 26에 설치된 파지부는 소위 뺌-꽂음부(retractable part)를 형성하고, 그 크기, 즉, 그 
폭 W및 길이 L은, 예를 들면, 뒤에 설명하는 기록장치 38의 파지부와 동일하게 되어있다. 

기록장치 38은, 예를 들면 플래쉬(flash) 메모리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고, 그 양측면에는, 
예를 들면, 접속단자부 26에서의 경우와 같은 모양으로 구성되는 파지부(도 3)이 설치되며, 게임기 본체 
2에 대하여 용이하게 탈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록장치 38에는, 예를 들면, 게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 그 때의 상황이 기억(기록)되도록 되어있고, 이것에 의해, 재기동의 경우에 기록장치 38
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임으로써, 그 데이터에 대응한 상태, 즉, 중단시의 상태로부터 게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비디오 게임기에 의해 게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예를 들면, 조작장치 
17을 게임기 본체 2에 접속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기록장치 38도 게임기 본체 2에 접속한다. 또한, 
사용자는, 디스크 조작 스위치 6을 조작함으로써 게임기용 기록매체로서의 CD-ROM 51을 디스크 장착부 3
에 셋트(set)하고, 전원 스위치 5를 조작함으로써 게임기 본체 2의 전원을 온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게
임기 본체 2에 있어서, 게임을 위한 화상 및 음성이 재생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작장치 17을 조작함으
로써 게임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도 5는 도 1의 게임기 본체 2의 전기적 구성예를 도시한다.

이 게임기 본체 2는 각 블록에 있어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버스로서, 메인 버스 101 및 서브 버스 
102의 2종류의 버스를 갖고 있고, 이러한 메인 버스 101 및 서브 버스 102는 버스 제어기 116을 통하여 
접속되어있다. 

메인버스  101에는,  버스  제어기  115  이외의,  예를  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으로  이루어진  메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 111; 예를 들면, RAM(Random Access Memory) 등으로 이루어진 메인 메모리 
112;  메인  DMAC(Direct  Memory  Acce-ss  Controller)  113;  MDEC(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Decoder) 114; 및 GPU(Graphic Processor Unit) 115가 접속되어있다. 

서브 버스 102에는, 버스 제어기 116이외의, GPU 115; 예를 들면, 메인 CPU 111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되
는 서브 CPU 121; 예를 들면, 메인 메모리 112와 같은 모양으로 구성되는 서브 메모리 122; 서브 DMAC 
123;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등이 저장된 ROM(Read Only Memory) 124; SPU(Sound Processing Unit) 
125;  ATM  (Asynchronous  Transmission  Mode)  통신부  126;  보조  기억장치  127;  및  입력  디바이스용 
I/F(Interface) 128이 접속되어있다.

또한, 여기에서, 메인 버스 101은 고속으로 데이터의 교환이 수행되도록 되어있고, 서브 버스 102는 저속
으로 데이터의 교환이 수행되도록 되어있다. 즉, 저속으로 교환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서브 버스 
102를 이용함으로써, 메인 버스 101의 고속성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버스 제어기 116은, 메인 버스 101와 서브 버스 102를 접속하지 않기도 하고, 메인 버스 101에 서브 버스 
102를 접속하기도 하도록 되어있다. 메인 버스 101과 서브 버스 102가 접속되지 않는 경우, 메인 버스 
101로부터는 메인버스 101에 접속된 디바이스에만 억세스할(access) 수 있고, 또한, 서브 버스 102로부터
도 서브 버스에 접속된 디바이스에만 억세스할 수 있지만; 메인 버스 101에 서브 버스 102가 접속되는 경
우에는, 메인 버스 101 및 서브 버스 102의 어느 것으로부터라도, 어느 것의 디바이스에도 억세스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장치의 전원이 온으로 된 직후 등의 초기 상태에 있어서, 버스 제어기 116은 개
방 상태로 되어있다(메인 버스 101과 서브 버스 102가 접속된 상태로 되어있다).

메인 CPU 111은 메인 메모리 112에 기억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종의 처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즉, 
메인 CPU 11은, 예를 들면, 장치가 기동되면, 버스 제어기 116을 통하여 서브 버스 102 상에 있는(서브 
버스 102에 접속된) ROM 124로부터 부팅(booting) 프로그램을 읽어들여 실행한다. 이것에 의해, 메인 CPU 
111은 보조 기억장치 127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여기서는, 게임의 프로그램 및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묘화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필요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 112 및 서브 메모리 122로 로드
(load)시킨다. 또한, 메인 CPU 111은, 이와 같이하여 메인 메모리 112로 로드시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메인 CPU 111은 GTE(Geometry Transfer Engine) 117을  내장하고 있고, 이러한 GTE 117은, 예를 들면, 복
수의 연산을 병렬로 실행하는 병렬 연산기구를 포함하고, 메인 CPU 111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좌표변환 
및  광원  계산,  행렬연산,  벡터연산  등의  기하학적  처리를  위한  연산처리를  고속으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GTE 117은, 메인 CPU 11로부터의 요구에 따른 처리(기하학적 처리)를 고속으로 수
행함으로써, 표시해야만 하는 3차원 화상을 구성하는 다각형(본 명세서에서는, 3점 이상의 정점을 갖는 
다각형이외의, 직선(선분) 및 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의 데이터(이하, 줄여서 다각형 데이터라함)를 생
성하고, 메인 CPU 111로 공급한다. 메인 CPU 111은, GTE 117로부터 다각형 데이터를 수신하면, 그것을 투
시투영 변환함으로써, 2차원 평면 상의 데이터로 하여, 메인 버스 101를 통해  CPU 115로 전송한다. 

또한, 메인 CPU 111은, 캐쉬(cache) 메모리 119를 내장하고 있고, 메인 메모리 112에 억세스하는 대신에, 
이러한 캐쉬 메모리 119에 억세스함으로써, 처리의 고속화를 얻도록 되어있다. 

메인 메모리 112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등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인 CPU 111의 
처리상 필요한 데이터 등도 기억하도록 되어있다. 메인 DMAC 113은 메인 버스 101상의 디바이스를 대상으
로 DMA 전송의 제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버스 제어기 116이 개방 상태로 있는 경우는, 메인 
DMAC 113은 서브 버스 102상의 디바이스도 대상으로서 제어하도록 되어있다. MDEC 114는 메인 CPU 1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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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 동작 가능한 I/O 디바이스로서, 화상 신장(伸張) 엔진으로서 기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MDEC 114
는 MDEC 부호화되어 압축된 화상 데이터를 복화화하도록 되어있다. 

GPU 115는 랜더링 프로세서로서 기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GPU 115는, 메인 CPU 111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다각형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다각형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면, 다각형의 정점의 색 데이터 및 깊이(시
점으로부터의 깊이)를 나타내는 Z값등에 기초하여 다각형을 구성하는 화소 데이터를 계산하며, 그래픽 메
모리 118에 써넣어지는(묘화하는) 랜더링 처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GPU 115는 그래픽 메모리 
118에 써넣어진 화소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비디오 신호로서 출력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GPU 115는, 
필요에 따라서, 메인 DMAC 113, 또는 서브 버스 102 상의 디바이스로부터도 다각형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다각형 데이터에 따라 랜더링 처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래픽 메모리 118은, 예를 들면, DRAM 등으로 구성되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 메모리 141, 
Z버퍼 142, 및 텍스쳐 메모리 143을 갖는다. 프레임 메모리 141은 화면에 표시하는 화소 데이터를, 예를 
들면, 1프레임분 만큼 기억하록 되어있다. Z버퍼 142는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 중의 관찰자로부터 가장 앞
에 있는 다각형의 Z값을 기억하도록 되어있고, 예를 들면, 1프레임분의 Z값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용량
을 갖고 있다. 텍스쳐 메모리 143은 다각형에 부착되는 텍스쳐의 데이터를 기억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GPU 115는, 이것들의 프레임 메모리 141, Z버퍼 142, 및 텍스쳐 메모리 143을 이용하여 랜더링 
처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즉, GPU 115는, Z버퍼 142에, 3차원 화상을 구성하는 다각형 중에서 관찰자
로부터 가장 앞에 있는 것의 Z값을 기억시키고, 그 Z버퍼 142의 기억값에 기초하여 프레임 버퍼 141에 화
소 데이터의 묘화를 수행할지 어떨지를 결정한다. 또한, 화소 데이터를 묘화하는 경우에는, 텍스쳐 메모
리 143으로부터 텍스쳐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묘화해야만 하는 화소 데이터를 구
하고, 프레임 메모리 141에 묘화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GPU 115는 다각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Z 소트도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서, 랜더
링은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으로부터 차례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도 5로 돌아가서, 서브 CPU 121은, 서브 메모리 122에 기억된 프로그램을 읽어들여 실행함으로써, 각종의 
처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서브 메모리 122에는, 메인 메모리 112와 같은 모양으로, 프로그램 및 필요
한 데이터가 기억되도록 되어있다. 서브 DMAC 123은, 서브 버스 102상의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DMA 
전송의 제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서브 DMAC 123은, 버스 제어기 116이 폐쇄 상태로 있는 경우
(메인 버스 101과 서브 버스 102가 접속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경우)에만, 버스권(權)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다. ROM 124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팅 프로그램 및 운영 체제 등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R0M 
124에는 메인 CPU 111 및 서브 CPU 121 양쪽의 프로그램이 기억되어있다. 또한, ROM 124는, 여기서는, 억
세스 속도가 느린 것이 사용되고있고, 그 때문에 서브 버스 102상에 설치되어있다.

SPU 125는, 서브 CPU 121 또는 서브 DMAC 123으로부터 송신되어오는 패킷 (packet)을 수신하고, 그 패킷
에 배치되어있는 사운드 명령에 따라서 사운드 메모리 129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읽어들이도록 되어있다. 
또한, SPU 125는 읽어들인 음성 데이터를 도시되지 않은 스피커로 공급하여 출력시키도록 되어있다. ATM 
통신부 126은,  예를 들면,  도시되지 않은 공중 회선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통신의 제어 (ATM  통신의 
제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에 의해, 비디오 게임기의 사용자는 다른 비디오 게임기의 사용자와 
직접, 또는 인터넷 또는, 소위 개인용 컴퓨터 통신의 센터국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교환을 함으로써 대전
(對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조 기억장치 127은, 예를 들면, 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의해, CD-ROM 51(도 1, 도 4)에 기억되어있는 정
보(프로그램,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보조 기억장치 127은 기억장치 38(도 1)에 대한 정
보의 기록 및 읽기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입력 디바이스용 I/F 128은, 제어 패드(pad)로서의 조작장치 
17(도 1)의 조작에 대응하는 신호,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하여 재생된 화상 및 음성 등의 외부입력을 받아
들이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외부로부터의 입력에 따른 신호를 서브 버스 102상으로 출력하도록 되어있
다. 사운드 메모리 129는 음성 데이터(오디오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구성되는 게임기 본체 2에서는, 장치의 전원이 온으로 되면, 메인 CPU 111에 있어서, 부
팅 프로그램이 ROM 124로부터 읽어들여져 실행됨으로써, 보조 기억장치 127에 셋트된 CD-ROM 51(도 4)로
부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읽어들여지고, 메인 메모리 112 및 서브 메모리 122로 전개된다. 또한, 메인 
CPU 111 또는 서브 CPU 121 각각에 있어서, 메인 메모리 112 또는 서브 메모리 122에 전개된 프로그램이 
실행됨으로써, 게임의 화상(여기서는 동화상으로 함), 음성이 재생된다.

즉, 예를 들면, 메인 CPU 111에 있어서, 메인 메모리 112에 기억된 데이터에 따라서, 소정의 3차원 화상
을 구성하는 다각형을 묘화하기 위한 다각형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러한 다각형 데이터는, 예를 들면, 패
킷화되고, 메인 버스 101을 통하여 GPU 115로 공급된다.

GPU 115는, 메인 CPU 111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면, Z 소트를 수행하고,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으로부터 
차례로 Z버퍼 142를 사용하여 프레임 메모리 141에 묘화한다. 프레임 메모리 141에 대한 묘화 결과는 GPU 
115에서 알맞게 읽어들여지고 비디오 신호로서 출력된다. 이것에 의해, 게임을 위한 3차원 화상이, 2차원 
출력장치로서의, 예를 들면, 도시되지 않은 디스플레이상의 2차원 화면으로 표시되어있다. 

한편, 서브 CPU 121에서는 서브 메모리 122에 기억된 데이터에 따라서 음성의 생성을 지시하는 사운드 명
령이 생성된다. 이러한 사운드 명령은 패킷화되고 서브 버스 102를 통하여 SPU 125로 공급된다. SPU 125
는 서브 CPU 121로부터의 사운드 명령에 따라서 사운드 메모리 129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읽어들여 출력한
다. 이것에 의해, 게임의 BGM(Background Music) 및 그 이외의 음성이 출력된다.

다음으로, 도 5의 게임기 본체 2에 있어서 수행되는 다각형의 랜더링(묘화) 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
고자 한다. 

게임기 본체 2의 GPU 115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레임 버퍼 141에 대하여 다각형의 화소 데
이터가  묘화되지만;  그런  경우,  화소  데이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인,  예를 
들면, 서브 픽셀 정밀도 등으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이 설정되고;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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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프레임 버퍼 141의 위치(메모리 셀) 각각에, 화소 데이터가 묘화되도록 되어있고; 이것에 의해, 
다각형 또는 다각형으로 구성되는 3차원 화상이 겹쳐쓰기 되도록 되어있다. 

즉, 예를 들면, 현재, 3차원 공간 상에서의 좌표가 (x,y,z)로 주어진 점의 묘화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
면, 메인 CPU 111에 있어서, 그 점 (x,y,z)는 시점의 정보 등에 기초하여 기하학적 처리되고, 또한, 투시 
변환됨으로써 2차원 평면인 평면 좌표계(3차원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의 화면에 대응하는 좌표계)상
의 점 (X,Y,Z)로 변환된다. 또한, x,y,z,X,Y,Z는 부동 소수점 또는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값이다. 또
한, 화면 좌표계상의 점 (X,Y,Z)를 나타내는 Z는 그 점의 시점으로부터의 깊이 방향의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GPU  115는  점 (X,Y,Z)에서의 점의 색 정보로서의 R,G,B  신호 (Ri,Gi,  Bi),  및  그 외의 정보를 
시점, 광원, 텍스쳐 등으로부터 구한다. 또한, Ri,Gi,Bi에 있어서의 i는 정수값인 것을 나타내고, 본 실
시의 형태에서, Ri,Gi,Bi는, 예를 들면, 각각 8비트로 표현되며, 따라서, 0 내지 225의 범위의 값을 갖는
다. 

또한, 예를 들면, 현재, 겹쳐쓰기 회수를 4회로 하는 동시에,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1화소의 가로 및 
세로를 모두 4등분함으로써, 1화소에 대하여 16(=4× 4)개의 서브 픽셀이 가정되어 있다고 하면, GPU 115
는 점 (X,Y,Z)의 1 내지 4차례 묘화 시의, 화면 좌표계에서의 묘화 위치의 시프트량 (dX,dY) 각각을, 예
를 들면, 서브 픽셀의 2배(여기서는 1화소의 1/2) 정밀도인 (0.0, 0.0), (0.5, 0.0), (0.5, 0.5), (0.0, 
0.5)로 설정한다. 또한, 도 7(뒤에 설명하는 도 8 내지 도 17에 있어서도 같음)에 있어서는, 우방향 또는 
위방향이 각각 X축 또는 Y축(의 정방향)으로 되어있다. 

그 후, GPU 115는 그 시프트량 (dX,dY)에 따라서 묘화 위치를 시프트하고 점의 묘화를 수행한다.

즉,  첫번재  묘화에  있어서,  GPU  115는,  점  (X,Y,Z)를  (0.0,  0.0)만큼  시프트하고,  그  시프트한  점 
(X,Y,Z)를 서브픽셀 정밀도의 점 (Xs,Ys,Zs)로 변환(이하, 편이상 서브픽셀 정밀도화라 함)한다. 또한, 
Xs,Ys,Zs에 있어서의 s는 서브픽셀 정밀도의 값인 것을 나타내고, 도 7에서는 1화소의 가로 및 세로가 모
두 4등분되어있으므로, 서브픽셀 정밀도는 0.25(=1/4)로 되어있다. 즉, 도 7에서는, 가장 왼쪽 아래의 서
브픽셀의 좌표를 (0.0, 0.0)으로 하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서브픽셀의 좌표는 0.25씩 증가하도
록 되어있다.

또한, 점 (Xs,Ys,Zs)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에, 점 (Xs,Ys,Zs)에 대응하는 색 정보 
(Ri,Gi,Bi)를 써넣는다. 또한, 색 정보(화소 데이터)는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진 값이 써넣어진다. 구체
적으로, 여기서는, 겹쳐쓰기 회수가 4회이기 때문에, 색 정보로서는 (Ri/4, Gi/4, Bi/4)가 써넣어진다.

여기서, 예를 들면, 현재, 묘화대상의 점 (X,Y,Z)의 X 또는 Y좌표가 각각 1.6 또는 1.3이라고 하면, 첫번
째 묘화에서는, 점 (1.6, 1.3, Z)를 (0.0, 0.0)만큼 시프트하고, 또한, 그 시프트한 점 (1.6, 1.3, Z)(도 
7(A)에 ●표로 도시)을 서브픽셀 정밀도화한 점 (1.5, 1.25, Zs)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 (1,1)에 대하여,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도 
7(A)에 있어서, 수직방향의 점선으로 도시된 부분)가 써넣어진다. 

두번째  묘화에  있어서,  GPU  115는  점  (X,Y,Z)를  (0.5,  0.0)만큼  시프트하고,  그  시프트한  점을  점 
(Xs,Ys,Zs)으로 서브픽셀 정밀도화한다. 또한, 점 (Xs,Ys, Zs)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에, 색 정보 (Ri,Gi,Bi)를 1/4로한 것이 겹쳐쓰기 되어진다. 

즉,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현재, 묘화 대상의 점 (X,Y,Z)의 X 또는 Y좌표가 각각 1.6 또
는 1.3이라고 하면, 첫번째 묘화에서는, 점 (1.6, 1.3, Z)를 (0.5, 0.0)만큼 시프트하고, 또한, 그 시프
트한 점 (2.1, 1.3, Z)(도 7(B)에 ●표로 도시)을 서브픽셀 정밀도화한 점 (2.0, 1.25, Zs)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2,1)의 위치에 대하여,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도 7(B)에 있어서, 수평방향의 점선으로 도시된 부분)가 겹쳐쓰기 되어진다. 구체
적으로, 화소 (2,1)에 이미 써넣어져 있는 색 정보에 대하여,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이 가산
되고, 그 가산 값이 화소 (2,1)에 써넣어진다. 

세번째 및 네번째의 묘화도 같은 형태로 하여 수행된다. 즉, 예를 들면, 현재, 묘화대상의 점 (X,Y,Z)의 
X 또는 Y좌표가 각각 1.6 또는 1.3이라고 하면, 세번째 묘화에서는, 점 (1.6, 1.3, Z)를 (0.5, 0.5)만큼 
시프트하고, 또한,  그 시프트한 점 (2.1,  1.8,  Z)(도 7(C)에 ●표로 도시)을 서브픽셀 정밀도화한 점 
(2.0, 1.75, Zs)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 (2,1)의 위치에 대하여,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도 7(C)에 있어서, 오른쪽 위로부터의 점선으로 도시
된 부분)가 겹쳐쓰기 되어진다. 구체적으로, 화소 (2,1)에 이미 써넣어져 있는 색 정보에 대하여,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이 가산되고, 그 가산 값이 화소 (2,1)에 써넣어진다. 

또한, 네번째 묘화에서는, 점 (1.6, 1.3, Z)를 (0.0, 0.5)만큼 시프트하고, 또한, 그 시프트한 점 (1.6, 
1.8, Z)(도 7(D)에 ●표로 도시)을 서브픽셀 정밀도화한 점 (1.5, 1.75, Zs)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
하는 화소(1,1)의 위치에 대하여,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도 7(D)에 있어서, 왼쪽 위로부터의 점선으로 도시된 부분)가 겹쳐쓰기 되어진다. 구체적으로, 화소 
(1,1)에 이미 써넣어져 있는 색 정보에 대하여,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이 가산되고, 그 가산 
값이 화소 (1,1)에 써넣어진다. 

이상에 의해, 점 (1.6, 1.3, Z)의 묘화 결과(겹쳐쓰기 결과)는 도 8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되어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겹쳐쓰기를 수행함으로써, 해상도를 실질적으로 4배로 할 수 있고, 그 결과, 엔티에일리
어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겹쳐쓰기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4회 묘화 각각에 있어서의 시프트량 (dX,dY)를,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0.0, 0.0), (0.5, 0.0), (0.5, 0.5), (0.0, 0.5)로 한 경우에는, 묘화된 점의 위치가 본
래의 위치로부터도 오른쪽 위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프트량 (dX,dY)은 그와 같은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등으로 하는
(시프트량 dX 또는 dY의 평균 값이 모두 0으로 되도록 하는)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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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7 및 도 8에서는 1화소에 대하여 16개의 서브픽셀을 가정했지만, 그와 다르게, 예를 들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1화소의 가로 및 세로를 모두 2등분함으로써, 1화소에 대하여 4(=2×2)개의 서
브픽셀을 가정한 경우에도 같은 형태의 겹쳐쓰기가 가능하다.

즉,  예를  들면,  점  (1.6,  2.2,  Z)를  묘화하는  경우에  있어서(이하에서는  편이상  Z좌표를  생략함), 
종래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점 (1.6, 2.2)가 서브픽셀 정밀도화되고, 도 10에 ●표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점 (1.5, 2.0)으로 되어있다.또한, 점 (1.5, 2.0)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
치(1,2)에 대하여, 도 10에 사선을 넣어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가 써넣어진다.

이것에 대하여, 도 5의 게임기 본체 2에서는, GPU 115에 있어서, 우선 1 내지 4차례 묘화 시에 대한 화면 
좌표계에서의 묘화 위치의 시프트량 (dX,dY)로서, 예를 들면, 서브픽셀의 정밀도(여기서는 1화소의 1/2 
정밀도)인 (0.0, 0.0), (0.5, 0.0), (0.0, 0.5), (0.5, 0.5)가 각각 설정되어있다. 그 후, 첫번째 묘화에
서는 점 (1.6, 2.2)가 (0.0, 0.0)만큼 시프트된다. 또한, 그 시프트된 점 (1.6, 2.2)가 서브픽셀 정밀도
화되고, 도 11(A)에 ●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점 (1.5, 2.0)으로 된다. 또한, 점 (1.5, 2.0)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 (1,2)에 대하여, 도 11(A)에 수직방향의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써넣어진다. 

두번재의 묘화에서는, 점 (1.6, 2.2)가 (0.5, 0.0)만큼 시프트된다. 또한, 그 시프트된 점 (2.1, 2.2)가 
서브픽셀 정밀도화되고, 도 11(B)에 ●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점 (2.0, 2.0)으로 된다. 또한, 점 (2.0, 
2.0)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 (2,2)에 대하여, 도 11(B)에 수평방향의 점선으로 도
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겹쳐쓰기 된다.

세번째의 묘화에서는, 점 (1.6, 2.2)가 (0.0, 0.5)만큼 시프트된다. 또한, 그 시프트된 점 (1.6, 2.7)가 
서브픽셀 정밀도화되고, 도 11(C)에 ●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점 (1.5, 2.5)으로 된다. 또한, 점 (1.5, 
2.5)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 (1,2)에 대하여, 도 11(C)에 오른쪽 위로부터의 점선
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겹쳐쓰기 된다.

네번째의 묘화에서는, 점 (1.6, 2.2)가 (0.5, 0.5)만큼 시프트된다. 또한, 그 시프트된 점 (2.1, 2.7)가 
서브픽셀 정밀도화되고, 도 11(D)에 ●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점 (2.0, 2.5)으로 된다. 또한, 점 (2.0, 
2.5)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 (2,2)에 대하여, 도 11(D)에 왼쪽 위로부터의 점선으
로 도시된 바와 같이, 본래 써넣어야 하는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겹쳐쓰기 된다.

이상에 의해, 점 (1.6, 2.2)의 묘화 결과는 도 12에 점선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되고, 도 10과 도 12를 
비교하여 이해되는 바와 같이, 겹쳐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엔티에일리어싱의 효과가 얻어진다. 

여기서, 도 7에 있어서의 경우 및 도 11에 있어서의 경우에서는, 모두 시프트량으로서 (0.0, 0.0), (0.5, 
0.0), (0.0, 0.5), (0.5, 0.5)를 사용하고 있지만, 4회 묘화에 있어서 사용하는 시프트량의 순번이 다르
게 되어있다(도 7에서는, (0.0, 0.0), (0.5, 0.0), (0.5, 0.5), (0.0, 0.5)의 순서로 사용하고 있고, 도 
11에서는, (0.0, 0.0), (0.5, 0.0), (0.0, 0.5), (0.5, 0.5)의 순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
프트량을 사용하는 순번은 겹쳐쓰기에 의한 화질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 

또한, 도 7에 있어서의 경우 및  도 11에 있어서의 경우에는, 서브픽셀의 정밀도가 다르지만(도 7에서는 
화소의 1/16의 정밀도이고, 도 11에서는 화소의 1/4의 정도 임), 이것도 겹쳐쓰기에 의한 화질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4회의 겹쳐쓰기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브픽셀의 정밀도가 1/4 인가 또는 1/16 인가는 어
디까지나 「겹쳐쓰기에 의한」화질의 향상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겹쳐쓰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서브픽셀
의 정밀도가 높은 쪽이 화질은 양호하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겹쳐쓰기 회수를 4회로 하고, 그 4회의 묘화 시의 시프트량을 (0.0, 
0.0),  (0.5,  0.0),  (0.0,  0.5),  (0.5,  0.5)로 한 경우에 있어서, 점 (X,Y)의 X  또는 Y  좌표가, 예를 
들면, 각각 1.5이상 2.0미만 또는 2.5이상 3.0미만의 경우에는,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내지 4
차례 묘화에 의하여 좌표 (1,2), (2,2), (1,3), (2,3)으로 나타내어지는 화소의 묘화가 각각 수행된다. 
또한, 4회의 묘화에 있어서는, 모두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겹쳐쓰기 되기 때문
에,  현재,  휘도가  8비트(0  내지  255)로  나타내고,  점  (X,Y)의  휘도가  최고값인  255라고  하면,  좌표 
(1,2), (2,2), (1,3), (2,3)으로 나타내는 화소의 휘도는, 모두 255의 1/4인 64로 된다(다만, 여기서는, 
소수점 이하를 잘라 올린 것으로 한다).

또한, 점 (X,Y)의 X 또는 Y 좌표가, 예를 들면, 각각 1.5이상 2.0미만 또는 2.0이상 2.5미만의 경우에는,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내지 4차례 묘화에 의하여 좌표 (1,2), (2,2), (1,2), (2,2)로 나타내는 
화소의 묘화가 각각 수행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좌표 (1,2) 및 (2,2)로 나타내는 화소에 
대하여, 모두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2회씩 겹쳐쓰기 되기 때문에, 현재, 휘도가 
8비트로 나타내고, 점 (X,Y)의 휘도가 최고값인 255라고 하면, 좌표 (1,2), (2,2)로 나타내는 화소의 휘
도는 모두 128로 된다. 즉,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부터 1회의 묘화는 64의 휘도로 수행되기 때문에, 2회 
묘화가 수행되는 화소의 휘도는 128(=64+64)로 된다. 

또한, 점 (X,Y)의 X 또는 Y좌표가, 예를 들면, 각각 1.0이상 1.5미만 또는 2.5이상 3.0미만의 경우에는, 
도 1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내지 4차례 묘화에 의하여 좌표 (1,2), (1,3), (1,2), (1,3)으로 나타내
는 화소의 묘화가 각각 수행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좌표 (1,2) 및 (1,3)으로 나타내는 화
소에 대하여, 모두 본래 써넣어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2회씩 겹쳐쓰기 되기 때문에, 현재, 
휘도가 8비트로 나타내고, 점 (X,Y)의 휘도가 최고값인 255라고 하면, 좌표 (1,2), (1,3)으로 나타내는 
화소의 휘도는, 도 13(B)에서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 모두 128로 된다. 

또한, 점 (X,Y)의 X 또는 Y좌표가, 예를 들면, 각각 1.0이상 1.5미만 또는 2.0이상 2.5미만의 경우에는, 
도 1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내지 4차례 묘화에 의하여 모두 좌표 (1,2)로 나타내는 화소의 묘화가 
각각 수행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좌표 (1,2)로 나타내는 화소에 대하여, 모두 본래 써넣어
야 하는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4회 겹쳐쓰기 되기 때문에,  현재,  휘도가 8비트로 나타내고,  점 
(X,Y)의 휘도가 최고값인 255라고 하면, 좌표 (1,2)로 나타내는 화소의 휘도는 255로 된다. 즉,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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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것으로부터, 1회의 묘화는 64의 휘도로 수행되기 때문에, 4회 묘화가 수행된 화소의 휘도는, 본래
라면, 256(=64+64+64+64)으로 되지만, 여기서는 휘도의 최고값이 255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값인 256은 최고값인 255로 클리핑된다.

이상에 있어서는, 점의 묘화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다음으로, 선분의 묘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재, 묘화 대상의 선분의 시점(始點) 또는 종점(終點)을 각각 (x1,y1,z1) 또는 (x2,y2,z2)로 나타낸다. 
또한, 이 시점 또는 종점은 투시 변환(투시투영 변환) 후의 화면 좌표계상의 점이라 한다. 

또한, 예를 들면, 현재, 겹쳐쓰기 회수를 4회로 하는 동시에,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1화소의 가로 
및 세로를 모두 4등분함으로써, 1화소에 대하여 16개의 서브픽셀이 가정되어 있다고 하면, GPU 115는 선
분의 1 내지 4차례 묘화 시의 화면 좌표계에서의 묘화 위치의 시프트량 (dX,dY)를, 예를 들면, 서브픽셀
의 2배(여기에서는, 1화소의 1/2)의 정밀도인 (0.0, 0.0), (0.5, 0.0), (0.5 ,0.5), (0.0, 0.5)으로 각각 
설정한다. 

그 후, GPU 115는 그 시프트량 (dX,dY)에 따라서 묘화 위치를 시프트하고 선분의 묘화를 수행한다.

즉, 첫번째 묘화에 있어서, GPU 115는, 시점 (x1,y1,z1) 및 종점 (x2,y2, z2)를 모두 (0.0, 0.0)만큼 시
프트하고, 또한, 뒤에 설명하는 DDA(Digital Differ- ential Analyze) 연산에 의하여, 시프트한 시점과 
종점의 사이를 보간(interpola- tion)하는 서브픽셀 정밀도의 점 및 그 점에서의 색 정보 등을 구한다. 
또한, 그 서브픽셀 정밀도의 점의 집합을 점 (X1s,Y1s,Z1s) 내지 (Xns,Yns,Zns)로 나타내면, 그것들의 점 
(X1s,Y1s,Z1s) 내지 (Xns,Yns,Zns)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의 위치에 색 정보(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본래의 색 정보의 1/4의 색 정보)가 써넣어진다.

또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선분을 구성하는 서브픽셀 정밀도의 점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2이상 포함하
는 화소가 묘화의 대상으로 되고, 또한, 묘화 대상의 화소에는 색 정보로서, 예를 들면, 그 화소에 포함
되는 서브픽셀의 색 정보의 평균 값(의 1/4)이 써넣어진다.

두번째 내지 네번째의 묘화도, 시프트량이 각각 (0.5, 0.0), (0.5, 0.5), (0.0, 0.5)로 되는 것을 제외하
면, 첫번째의 묘화에서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

여기서, 현재, 묘화 대상의 선분의 시점 또는 종점이, 예를 들면, 각각 점 (1.6, 1.3, z1) 또는 점 (4.6, 
4.3, z2)이라고 하면, 첫번째의 묘화에서는 도 14 (A)에 수직방향의 점선으로 도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
화가, 두번째의 묘화에서는 도 14(B)에 수평방향의 점선으로 도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화가, 세번째의 
묘화에서는 도 14(C)에 오른쪽 위로부터의 점선으로 도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화가, 네번째의 묘화에서
는 도 14(D)에 왼쪽 위로부터의 점선으로 도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화가, 각각 수행된다. 그 결과, 선분
의 묘화 결과는 도 15에 점선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된다. 

다음으로, 도 14 및 도 15에서는, 1화소에 대하여 16개의 서브픽셀을 가정하지만, 그와 다르게, 예를 들
면,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1화소의 가로 및 세로를 모두 2등분함으로써, 1화소에 대하여 4개의 서브
픽셀을 가정한 경우에도, 같은 형태의 겹쳐쓰기가 가능하다. 

즉,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회의 겹쳐쓰기에서, 점 (1.6, 1.3, z1) 또는 점 (4.6, 4.3, 
z2)를 각각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선분을 묘화하는 경우에, 1 내지 4차례 묘화 시의 화면 좌표계에서
의 묘화 위치의 시프트량 (dX,dY)로서, 예를 들면, 서브픽셀의 정밀도(여기서는, 1화소의 1/2의 정밀도)
인 (0.0,  0.0),  (0.5,  0.0),  (0.0,  0.5),  (0.5,  0.5)가 각각 설정된다고 하면, 첫번째 묘화에서는 도 
16(A)에 수직방향의 점선으로 도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화가, 두번째 묘화에서는 도 16(B)에 수평방향의 
점선으로 도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화가, 세번째 묘화에서는 도 16(C)에 오른쪽 위로부터의 점선으로 도
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화가, 네번째 묘화에서는 도 16(D)에 왼쪽 위로부터의 점선으로 도시되는 부분의 
화소의 묘화가, 각각 수행된다.

또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선분을 구성하는 픽셀 정밀도의 점에 대응하는 서브픽셀을 1이상 포함하는 
화소가 묘화의 대상으로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서브픽셀을 여러개 포함하는 화소에는 색 정보로서, 예를 
들면, 그 화소에 포함되는 서브픽셀의 색 정보의 평균 값(의 1/4)가 써넣어지도록 되어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겹쳐쓰기에 의한 선분의 묘화 결과는 도 17(A)에 점선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된다.

이것에 대하여, 같은 형태의 선분의 묘화를 1회의 묘화로 수행하는 경우, 그 묘화 결과는 도 17(B)에 사
선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된다. 도 17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겹쳐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에일리어싱
은 줄어든다.

다음으로, 도 18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도 5의 게임기 본체 2에 있어서 수행되는 다각형의 묘화처리에 대
하여 추가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다각형의 묘화에 필요한, 그 형태에 관한 데이터 및 광원에 
관한 데이터 등은, 예를 들면, 메인 CPU 111에 의하여, 미리 CD-ROM 51로부터 읽어들여지고, 메인 메모리 
112에 기억되어있는 것이라 한다.

묘화처리에서는 우선 최초로, 단계 S1에 있어서, 메인 CPU 111은, 예를 들면, 1프레임의 3차원 화상을 구
성하는 다각형을 묘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인 버스 101을 통하여 메인 메모리 112로부터 읽어들이고, 
GTE 117로 공급한다. GTE 117에서는, 단계 S2에 있어서, 3차원 공간 상의 각 다각형에 대해서 시점에 기
초하여 기하학적 처리가 실시되고, 또한, 기하학적 처리 후의 데이터가 투시 변환된다. 여기서, 시점(視
點)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조작장치 17(도 1)를 조작함으로써 주어진다.

그 후, 단계 S3로 진행되고, 메인 CPU 111에 있어서, 투시 변환의 화면 좌표계에서의 다각형에 대하여, 
휘도 연산 및 텍스쳐 어드레스의 연산이 수행됨으로써, 다각형 데이터가 얻어지고, 메인 버스 101을 통하
여 GPU 115로 공급된다.

여기서, 다각형 데이터로서는, 예를 들면, X,Y,Z,R,G,B,α,S,T,Q,F 등이 있다. 

다각형 데이터 X,Y,Z,R,G,B,α,S,T,Q 중에서, X,Y,Z는 삼각형의 다각형의 세 정점 각각의 X,Y,Z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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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타내고, R,G,B는 그 세 정점 각각에서의 적 (Red), 녹(Green), 청(Blue)의 휘도값을 나타내고 있
다.

α는, 이것으로부터 묘화하고자 하는 RGB값 및 이미 묘화되어 있는 화소의 RGB값을, α블렌딩 하는 경우
의 그 블렌드의 비율을 나타내는 블렌드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α는, 예를 들면, 0이상 1이하의 
실수로서, 이것으로부터 묘화하고자 하는 화소의 화소값(RGB값)을 Fc라고 하는 동시에, 이미 묘화되어 있
는 화소의 화소값을 Bc라고 하는 경우, 이것들의 α블렌딩 결과로서의 화소값 Cc는, 예를 들면, 다음 식
에 의해 주어진다. 

                      

S,T,Q는 삼각형의 다각형의 세 정점 각각에서의 텍스쳐 좌표(텍스쳐에 대한 동차 좌표)를 나타낸다. 즉, 
여기서는, 텍스쳐 매핑(mapping)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에 모양(텍스쳐)이 주어지도록 되어있고, S,T,Q는 
이러한 텍스쳐 매핑에서 사용된다. 또한, S/Q, T/Q 각각에 텍스쳐 크기를 곱한 값이 텍스쳐 어드레스로 
된다.

F는 이것으로부터 묘화하고자 하는 화소를 희미하게 하는 경우의 그 희미한 정도를 나타내는 포그(fog) 
값으로서, 예를 들면, 이 값이 클수록, 희미하게 표시된다.

다각형 데이터가 구해진 다음은 단계 S4로 진행되고, 메인 CPU 111에 있어서, 1프레임의 묘화 시간이 추
정된다. 즉, 메인 CPU 111은 단계 S1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인 다각형의 수, 즉, 1프레임에 묘화하는 다각
형의  수로부터  그  1프레임의  묘화를,  예를  들면,  1회만큼  수행하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한다. 
또한, 메인 CPU 111은, 단계 S5에 있어서, 단계 S4에서 추정된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겹쳐쓰기 회수 N을 
결정하고, 메인 버스 101을 통하여 GPU 115로 공급한다.

여기서, 겹쳐쓰기의 회수는 도 7내지 도 17에서의 경우 4회로 하고, 고정의 값으로 했지만, 겹쳐쓰기의 
회수를 고정의 값으로 하면, 1프레임을 구성하는 다각형의 수가 방대한 수의 경우에는 1프레임의 시간에 
묘화가  종료되지  않고,  처리가  파탄(破綻)되어  버리는  일이  있다.  한편,  RGB값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 및 서브픽셀의 정밀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겹쳐쓰기의 회수는 많을수록,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 따라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처리가 파탄되지 않는 범위에서(여기서는 프레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회수의 겹쳐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1프레임의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겹쳐쓰기 회수 N이 적응적으로 결정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1프레임을 구성하는 다각형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겹쳐쓰기의 회수는 처리가 파
탄하는 일이 없도록 고정 값으로 하여도 바람직하다. 또한, 겹쳐쓰기에 의한 화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효
과는, 이론적으로, 1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와 동일의 회수만큼 겹쳐쓰기를 수행하는 경우에 최대
로 되고, 그 회수보다 많은 회수의 겹처쓰기를 수행하여도 그 이상의 효과는 얻지 못한다. 따라서, 장치
의 처리능력이 충분하고, 겹쳐쓰기의 회수를 1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 이상으로 하여도 처리가 파
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겹쳐쓰기 회수는, 말하자면 쓸데없는 처리를 시키지 않게 마치도록, 1화소를 구성
하는 서브픽셀의 수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이유에 의해, 겹쳐쓰기 회수를,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그 회수가 1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보다 많게 되어있
는 경우에는, 1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겹쳐쓰기 회수 N이 결정되면, 단계 S6으로 진행되고, 메인 CPU 111에 있어서, 그 겹쳐쓰기 회수 N만큼 묘
화를 수행하는 경우의 각 묘화 시에 사용되는 시프트량 (dX,dY)가 설정되고, 메인 버스 101을 통하여 GPU 
115로 공급된다. 또한, 시프트량은 서브픽셀의 정밀도 이상으로 하고, 또한, 1화소의 정밀도보다 작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GPU 115는, 이상에서와 같이 하여 메인 CPU 111로부터 공급되는 1프레임분의 다각형 데이터, 겹쳐쓰기 회
수 N, 및 그 겹쳐쓰기 회수 정도의 시프트량을 수신하면, 단계 S7에 있어서, Z소트를 수행함으로써, 1프
레임을 구성하는 다각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한다. 여기서, Z소트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특개평 
7-114654호 공보 등에 그 상세한 설명이 개시되어있다. 

또한, GPU 115는, 단계 S8에 있어서, 프레임 버퍼 141을, 예를 들면, 0으로 클리어(clear)하고, 단계 S9
로 진행되며, 묘화 회수를 카운트하는 변수 n을, 예를 들면, 1로 초기화한다. 또한, 단계 S10으로 진행되
고, GPU 115는 각 다각형의 n번째 묘화에 사용되는 시프트량을 그 움직임에 기초하여 보정한다.

여기서,  다각형  데이터에는,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이외의,  다각형의  움직임  벡터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어떤 다각형의 움직임 벡터가 (vx,vy)이고, 그 다각형의 n번째 묘화에 사용되는 시프트량으로서 
(dXn,dYn)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시프트량 (dXn,dYn)은, 예를 들면, (dXn+vx/N, dYn+vy/N)으로 보정된다. 
시프트량을 이와 같이 보정하여 묘화를 수행함으로써, 모션 블러(motion blur)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프트량의 보정 다음은, 단계 S11로 진행되고, GPU 115는 그 보정된 시프트량만큼 각 다각형의 정점의 
좌표를 시프트하며, 단계 S12로 진행된다. 단계 S12에서는, GPU 115에 있어서, Z버퍼 142가, 예를 들면, 
+∞로 초기화되고(여기서는, Z값이 화면의 깊이 만큼 크게 되어있다고 한다), 단계 S13으로 진행된다. 단
계 S13에서는, 다각형의 정점의 좌표가 서브픽셀 정도화되고, 또한, 서브픽셀 정밀도로 DDA 연산이 수행
됨으로써, 다각형의 변 및 내부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RGB값 등이 얻어진다.

여기서, DDA 연산은, 두점 사이에 있어서, 선형 보간에 의해 그 두점 사이를 잇는 선분을 구성하는 화소
에 대한 각 값(RGB값 등)을 구하는 연산이다. 즉, 예를 들면, 두점 중 하나를 시점으로 하는 동시에, 다
른 하나를 종점으로 하고, 그 시점 및 종점에 어떤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 종점에 주어져 있는 값과 시
점에 주어져 있는 값의 차이를 그 시점과 종점 사이에 있는 화소 수로 나눔으로써, 시점 및 종점에 주어
져 있는 값의 변화분(변화의 비율)이 얻어지고, 이것을 시점으로부터 종점의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
점에 주어져 있는 값에 순차 가산(적분)함으로써, 시점과 종점과의 사이에 있는 각 화소에서의 값이 구해
진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다각형에 대하여는, 그 세 정점으로서, 서브픽셀 p1, p2,p3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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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브픽셀 p1과 p2, 서브픽셀 p2와 p3, 및 서브픽셀 p1과 p3에 대하여, 이와 같은 DDA 연산이 서브
픽셀 정도로 실시되고, 이것에 의해, 다각형의 세변상에 있는 서브픽셀에 대한 다각형 데이터 
Z,R,G,B,α,S,T,Q뿐만 아니라, 그 다각형 내부에 있는 서브픽셀에 대한 다각형 데이터 Z,R,G,B,α, S,T,Q
도 X,Y좌표를 변수로 하여 구해진다.

또한, 단계 S14로 진행되고, GPU 115에 있어서, Z버퍼 142를 사용하여, 프레임 버퍼 141에 다각형을 구성
하는 화소의 RGB값을 써넣는 겹쳐쓰기 처리가 수행된다. 

여기서, 단계 S14에 있어서 프레임 버퍼 141에 써넣어지는 최종적인 RGB값은, GPU 115에 있어서,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이하여 구해지도록 되어있다.

즉,  GPU  115는,  DDA  연산  결과인  다각형을  구성하는  각  서브픽셀에  대한  다각형  데이터, X,Y,Z,R,G,
B,α,S,T,Q에 기초하여 텍스쳐 매핑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GPU 115는, 예를 들면, S,T 각각을 Q로 나
눔으로써 텍스쳐 어드레스 U(S/Q), V(T/Q)를 산출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의 필터링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각 서브픽셀의 X,Y좌표에 대한 텍스쳐의 색을 산출한다. 즉, GPU 115는 텍스쳐 메모리 143으로부터 텍스
쳐 어드레스 U,V에 대응하는 텍스쳐 데이터(texture color data)를 읽어들인다. 또한, GPU 115는 이러한 
텍스쳐 데이터로써의 RGB값 및 DDA 연산 결과로서의 GRB값에 각종의 필터링 처리를 실시하고, 즉, 예를 
들면, 양자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며, 또한, 미리 결정된 색을 포그 값 F에 따라서 혼합하고, 다각형을 
구성하는 각 서브픽셀의 최종적인 RGB값을 산출한다.

단계 S14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이하여 구해진 RGB값이 프레임 버퍼 141에 써넣어진다.

또한, 프레임 버퍼 141에 쓰기는, 원칙적으로, 단계 S7에서의 Z소트에 의하여 깊이 방향으로 소트된 다각
형에 대하여, 시점에 근접한 것으로부터 차례로 수행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는 뒤에 설명한다. 

또한, 1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 중 1개만큼이 묘화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브픽셀
의 RGB값이 프레임 버퍼 141의 그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화소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써넣어지지만, 1화소
를 구성하는 서브픽셀 중 여러개가 묘화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여러개의 서브픽셀의 
RGB값의, 예를 들면, 평균 값등이 써넣어진다.

단계 S14에 있어서, 프레임 버퍼 141로 1프레임분의 RGB값의 쓰기가 종료되면, 단계 S15로 진행되고, 변
수 n이 겹쳐쓰기 회수 N보다 큰지 작은지가 판정되며, 크지 않다라고 판정된 경우, 단계 S16으로 진행되
고, 변수 n이 1만큼 증가되며, 단계 S10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단계 S10에 있어서, GPU 115는, 각 다각
형의 n번째 묘화에 사용되는 시프트량을 그 움직임에 기초하여 보정하고, 이하, 단계 S15에 있어서, 변수 
n이 겹쳐쓰기 회수 N보다 크다고 판정될 때까지, 단계 S10 내지 단계 S16의 처리가 반복된다. 이것에 의
해, 겹쳐쓰기가 수행된다.

한편, 단계 S15에 있어서, 변수 n이 겹쳐쓰기 회수 N보다 크다고 판정된 경우, 즉, 1프레임에 대하여 N회
의 겹쳐쓰기를 수행한 경우, GPU 115는 프레임 버퍼 141에 기억된 1프레임분의 RGB값을 읽어들이고, 디스
플레이로 출력하며, 단계 S1로 되돌아간다. 또한, 단계 S1에 있어서, 메인 CPU 111은 다음 1프레임의 3차
원 화상을 구성하는 다각형을 묘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인 버스 101을 통하여 메인 메모리 112로부터 읽
어들이고, 이하, 같은 형태의 처리가 반복되며, 이것에 의해, 동화상이 표시되어진다.

다음으로, 프레임 버퍼 141로의 쓰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Z소트에 의하여 깊이 방향으로 소트된 
다각형에 대하여 관점에 근접한 것으로부터 차례로 수행되지만, 이것은, 프레임 버퍼 141로의 RGB값의 쓰
기가,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프레임 버퍼 141로 미리 써넣어져 있는 RGB값에 가산됨으로써 겹쳐쓰기 
되는 것에 기인한다. 

즉, 현재, 도 1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 버퍼 141에, 예를 들면, 다각형 A 및 B를 포함하는 프레
임 C의 쓰기가 미리 되어있고, 그와 같은 상태의 프레임 버퍼 141에 대하여, 또한, 다각형 A 및 B로 이루
어진 프레임 C를 겹쳐쓰기 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다각형 A는 다각형 B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다각형 
A 및 B는 그 일부가 서로 겹쳐서 합쳐지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Z버퍼 142는, 도 18의 순서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단계 S14에서 겹쳐쓰기 처리가 수행되
기 전에 단계 S12에서 클리어되기 때문에, 프레임 버퍼 141에 프레임 C의 전체가 써넣어진 다음, Z버퍼 
142는, 도 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Z값으로서 무한원(無限遠; 최대 깊이)에 대응하는 값이 써넣어진 
상태로 되어있다.

또한, 현재, 다각형 A 또는 B중에서, 예를 들면, 안쪽에 있는 다각형 B를 먼저 써넣고, 그 다음으로, 관
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 A를 써넣는다고 하면, 다각형 B의 묘화 시에 있어서, Z버퍼 142에 기억된 Z값은 
무한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각형 B를 Z버퍼 142를 이용하여 묘화함으로써, 즉, 다각형 B의 RGB값
이 미리 프레임 버퍼 141에 기억되어있는 RGB값에 가산됨으로써, 도 2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리 프
레임 버퍼141에 묘화되어있는 프레임 C의 다각형 B의 부분이 겹쳐쓰기 된다. 이러한 경우, Z버퍼 142의 
다각형 B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다각형 B의 Z값이 써넣어진다.

그 다음, 다각형 A를, Z버퍼 142를 이용하여 프레임 버퍼 141에 써넣으면, 다각형 B보다도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 A의 묘화는 Z버퍼 142에 의하여는 방해되지 않고, 따라서, 다각형 A는 그 전체가 프레임 버
퍼 141에 써넣어진다. 즉, 다각형 B의 RGB값은 모두 미리 프레임 버퍼 141에 기억되어 있는 RGB값에 가산
된다. 그 결과, 다각형 A 및 B의 겹쳐진 부분(도 20에 있어서 영(影)을 넣은 부분)에 대하여는, 본래 다
각형 A만이 묘화되어야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각형 B의 묘화에 의한 영향이 발생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겹쳐쓰기를 수행하는(다각형의 RGB값을 미리 프레임 버퍼 141에 써넣어져 있는 RGB값에 
가산하는) 경우에,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보다도 안쪽에 있는 다각형을 먼저 묘화하면, 그것들의 겹쳐
진 부분에 안쪽에 있는 다각형의 영향이 발생하고, 본래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에 의하여 숨겨진 면이 
소거되어야 할 것의 안쪽에 있는 다각형이 보여지도록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숨겨진 면의 소거가 수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18에서 설명된 바와 같
이, 본 실시의 형태에서, 다각형의 묘화는 Z소트에 의하여 깊이 방향으로 소트된 다각형에 대하여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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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점한 것으로부터 차례로 수행되도록 되어있다. 

즉,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한 경우에 있어서, 다각형 A 또는 B중에서,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 A가 먼
저 써넣어지고, 그 다음으로, 안쪽에 있는 다각형 B가 써넣어진다. 이러한 경우, 다각형 A의 묘화 시에 
있어서, Z버퍼 142에 기억된 Z값은 무한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각형 A를 Z버퍼 142를 이용하여 묘
화함으로써, 즉, 다각형 A의 RGB값이 미리 프레임 버퍼 141에 기억되어 있는 RGB값에 가산됨으로써, 도 
2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리 프레임 버퍼 141에 묘화되어 있는 프레임 C의 다각형 A의 부분이 겹쳐 
써넣어진다. 이러한 경우, Z버퍼 142의 다각형 A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다각형 A의 Z값이 써넣어진다.

그 다음, 다각형 B를 Z버퍼 142를 이용하여 프레임 버퍼 141에 써넣으면, 다각형 A보다도 안쪽에 있는 다
각형 B의 묘화는 다각형 A와 겹쳐진 부분에 대하여 Z버퍼 142에 의하여 방해되고, 따라서, 다각형 B의 다
각형 A와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프레임 버퍼 141에 겹쳐쓰기 되지만, 다각형 A와 겹쳐진 부분은 프레임 
버퍼 141에 겹쳐쓰기 되지 않는다(묘화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다각형 A와 B의 겹쳐진 부분에 대하여는,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형 A만이 묘화되고, 다각형 B의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숨겨진 
면의 소거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겹쳐쓰기를 수행하는 경우의 숨겨진 면의 소거는, 이상에서와 같은 Z소트와 Z버퍼 142의 조합에 의
하여 수행하는 것이외의, 프레임 버퍼 141과 같은 형태의 버퍼(이하, 편이상 제 2프레임 버퍼라 함)를 설
치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제 2프레임 버퍼에 대하여, Z버퍼 142를 사용하여 묘화를 수행하고, 
그 제 2프레임 버퍼의 묘화 결과를 프레임 버퍼 141에 겹쳐쓰기 하도록 한다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Z소트를 수행할 필요는 없게 되지만, 프레임 버퍼 141과 같은 용량의 제 2프레임 버퍼를 설치할 필
요가 있다.

또한, Z소트와 Z버퍼 142의 조합은, 겹쳐쓰기를 수행하는 경우의 숨겨진 면의 소거이외의, 예를 들면, 반
투명의 다각형의 묘화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의 묘화를 수행하는 경우 등의 α블렌딩을 수반하는 묘화
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연적인 영상을 생성하는 것에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Z소트와 Z버퍼의 
조합을 이용한 반투명의 다각형의 묘화에 대하여 본건 출원인이 미리 제안한 특개평 8-158145호 등에 개
시되어있다). 다만, Z소트와 Z버퍼의 조합을 이용한 처리는 겹쳐쓰기 경우의 숨겨진 면의 소거를 수행하
는 경우 및 반투명의 다각형의 묘화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서 각각 다르게 되기 때문에, 처리 알고리즘
(algorithm)은 경우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도 22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도 18의 단계 S14에서의 겹쳐쓰기 처리의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브픽셀은 고려하지 않고, 미리 화소 단위
로 Z값 및 RGB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 한다. 또한, 왼쪽으로부터 x번째에서 위로부터 y번째 위치의 화소
를  p(x,y)로  나타내는  동시에,  그  화소  p(x,y)의  Z값을  Z(x,y)로,  Z버퍼  142에  기억되어  있는  화소 
p(x,y)에 대응하는 기억값을 깊이(x,y)로, 각각 나타낸다. 또한, 프레임 버퍼 141의 화소 p(x,y)에 대응
하는 위치의 기억값을 n(x,y)로 나타낸다.

겹쳐쓰기 처리에서는, 우선 최초로 단계 S21에 있어서, 현재 묘화 대상으로 되어있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화소 중의 소정의 화소 p(x,y)가 주목 화소로 되고, 그 주목 화소 p(x,y)의 Z값 Z(x,y)가 Z버퍼 142의 기
억값 깊이(x,y)이하인지 아닌지가 판정된다. 단계 S21에 있어서, Z값 Z(x,y)가 기억값 깊이(x,y)이하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즉, 주목 화소 p(x,y)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다각형보다도 관찰자 앞에 있는 다각
형이 존재하고, 미리 프레임 버퍼 141에 써넣어져 있는 경우, 단계 S21로 되돌아가고, 또한, 주목 화소로 
되어있지 않은 화소가 새롭게 주목 화소로 되며, 이하 같은 형태의 처리를 반복한다.

또한, 단계 S21에 있어서, Z값 Z(x,y)가 기억값 깊이(x,y)이하라고 판정된 경우, 단계 S22로 진행되고, 
휘도감소 처리가 수행된다. 즉, 주목 화소 p(x,y)의 RGB값을 M(x,y)로 하는 경우, RGB값 M(x,y)가 겹쳐쓰
기 회수 N으로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값(다만, 여기서는 소수점 이하 버린다고 한다)이 겹쳐쓰기 되어
야 하는 RGB값 m(x,y)로서 구해진다.

또한, x/y이하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휘도감소 처리에서는, 식 m(x,y)  = 
INT[M(x,y)/N]으로 도시되는 연산이 수행되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M(x,y)/N이 정수로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소수점이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휘도의 저하가 
발생한다. 즉, 예를 들면, 휘도값의 최고값이 255인 경우에, 그 최고값인 255의 휘도값의 묘화를 4회의 
겹쳐쓰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휘도감소 처리에 의해 1회 마다 묘화의 휘도값은 
63(=INT[255/4])로 된다. 따라서, 63의 휘도값의 묘화를 4회 수행하여도, 즉, 63을 4회 가산하여도, 252
로 밖에 되지 않고, 원래의 휘도값인 255보다도 저하된다.

따라서, 휘도감소 처리에 의해 얻어지는 값 INT[M(x,y)/N]의 N배가 원래의 RGB값 M(x,y)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 값 INT[M(x,y)/N]에 소정의 보정값 D를 가산한 값을 겹쳐쓰기 해야 하는 RGB값 m(x,y)로 하도록 
할 수 있다.

보정값 D는 이러한 보정값 D를 값 INT[M(x,y)/N]에 가산한 가산 값의 N배가 원래의 RGB값 M(x,y)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고값인 255의 휘도값의 묘
화를 4회의 겹쳐쓰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정값 D는, 예를 들면, 1로 된다. 이러한 경우, 
1회 마다 묘화의 휘도값은 64(=63+1)로 되고, 64의 휘도값의 묘화를 4회 수행한 경우에 256으로 된다. 또
한, 여기서는, 휘도값의 최고값은 255이고, 이것을 넘는 값은 최고값인 255로 클리핑되는 것으로 한다.

휘도감소 처리의 다음은, 단계 S23에 있어서, 프레임 버퍼 141로부터 주목 화소 p(x,y)에 대응하는 기억
값 n(x,y)가 읽어들여 지고, 단계 S24로 진행되며, 휘도감소 처리 다음의 RGB값 m(x,y)과 가산됨으로써 
겹쳐쓰기 되다. 여기서, 이러한 가산 결과는 v(x,y)로 나타낸다.

단계 S24에서의 가산 결과, 즉, 겹쳐쓰기 결과 v(x,y)는, 단계 S25에 있어서, 프레임 버퍼 141의 n(x,y)
가 기억되어 있는 위치(주목 화소 p(x,y)에 대응하는 위치)에 겹쳐쓰기 된다. 또한, 이러한 v(x,y)가, 다
음으로 화소 p(x,y)의 묘화가 수행되는 경우에, 기억값 n(x,y)로서 읽어들여 지는 것으로 된다. 

34-12

1019997011012



또한, 단계 S25에서는, Z버퍼 142의 기억값 깊이(x,y)가 Z값 Z(x,y)에 써져 바뀌고, 단계 S26으로 진행되
며,  묘화  대상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를  주목  화소로  하여  처리를  수행했는지  아닌지가 
판정된다. 단계 S26에 있어서, 묘화 대상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를 주목 화소로 하지 않다고 판
정된 경우, 단계 S21로 되돌아가고, 또한, 주목 화소로 하지 않은 화소를 새로운 주목 화소로 하여 이하 
같은 형태의 처리를 반복한다. 

한편, 단계 S26에 있어서, 묘화 대상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를 주목 화소로 한다고 판정된 경우 
리턴(return)한다.

여기서, 휘도감소 처리는 α블렌딩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m(x,y)는 블렌드 계수 α를 
1/N으로 설정하고, 식 m(x,y) = INT[α×M(x,y)]를 연산함으로써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현재 블렌드 

계수 α가 1.0을, 예를 들면, 128(=2
7
)에 대응시키고, 식 α = A→7로 실현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 또한, 

A는 0 내지 128의 범위의 정수를 나타내고, A→7은 A의 7비트 오른쪽 시프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고값인 255의 휘도값의 묘화를 4회의 겹쳐쓰기에 
의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A를 1/4에 대응하는 32로 하여 식 m(x,y) = INT[α×M(x,y)]을 연산하면 바람
직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은 형태로, 휘도의 저하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즉, 최
고값인 255의 휘도값의 묘화를 4회의 겹쳐쓰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A를 1/4에 대응하는 32
로 하고, 식 m(x,y) = INT [α×M(x,y)]을 연산하면, 그 값 m(x,y)는 63(=INT[(255×32)]→7])으로 되고, 
63의 휘도값의 묘화를 4회 수행하여도(63을 4회 가산하여도) 252로 밖에 되지 않고, 원래의 휘도값인 255
보다도 저하된다. 

따라서, INT[α×M(x,y)]의 N배가 원래의 RGB값 M(x,y)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INT[α×M(x,y)]의 N
배가 원래의 RGB값 M(x,y)이상으로 되도록, A를 보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A를 1/4에 대응하는 32에 
대하여, 예를 들면, 1을 가산한 33으로 보정하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1회 정도의 묘화의 휘도값은 
65 (=INT[(255×33)→7])로 되고, 65의 휘도값의 묘화를 4회 수행한 경우에는 260으로 된다. 또한, 위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휘도값의 최고값인 255를 넘는 값은 최고값인 255로 클리핑되는 것으로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각 화소의 RGB값을 프레임 버퍼 141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1화소보다 미세한 
정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고,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프레임 버퍼 141의 
위치 각각에 RGB값을 묘화함으로써 화상을 겹쳐쓰기 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용량 또는 고속의 프레임 버
퍼 및 Z버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엔티에일리어싱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이상에서와 같은 겹쳐쓰기에 의한 엔티에일리어싱의 효과는 다각형의 에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내부 
및 3차원 형상들 서로가 교차하고 있는 부분 등에도 미치기 때문에, 직선으로 발생되는 쟈기의 감소는 물
론이고, 화상 전체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움직임이 있는 다각형에는 모션 블러의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깜박임이 없는 부드러운 동화상
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을 비디오 게임기에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외의, 화상에 특수효
과를  수는  이펙터  또는  CAD  등의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수행하는  장치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용한 자연 그림을 부호화하여 기록 재생하고 송수신하는 기
록 재생장치 또는 전송장치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즉, 장래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자연 그림을 
다각형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부호화를 수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생을 하는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방
법을 사용함으로써, 고화질의 자연 그림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묘화처리를 프레임 단위로 수행하도록 했지만, 묘화처리는 필드(field) 단
위로 수행하도록 하여도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동화상 및 정지화상의 어떤 묘화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3차원 그래픽의 묘화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그 이외의, 예를 들
면, 2차원 그래픽의 묘화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시프트량은 서브픽셀 정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크게도 또는 작게도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형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묘화처리를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CD-R0M 
51에 기록하여 제공하도록 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공은 CD-ROM 또는 광자기 디스크, 그 이외의 기
록매체에 의한 수행 외에도, 예를 들면, 인터넷 또는 위성회선, 그 이외의 전송 매체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묘화처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로 실행시키는 것에 의한 수행 이외에도, 그 전용의 하드웨
어로 수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3차원 화상을 디스플레이로 표시하도록 했지만, 본 발명은, 이외에도, 예를 
들면, 3차원 화상을 프린터(2차원 출력장치)에 의하여 인쇄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1프레임의 화상의 묘화를 X방향 및 Y방향의 양쪽으로 시프트하여 수행되도
록 했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만 시프트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시프트량 (dX,dY)는, 예를 들면, 
(0.0, -0.2), (0.0, -0.1), (0.0, 0.1), (0.0, 0.2) 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시프트량 (dX,dY)는, 예를 들면, 겹쳐쓰기 회수 마다에 미리 결정하여 놓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겹쳐쓰기의 회수는 많을수록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겹쳐쓰기의 
회수가 많게 되는 것에 따라 휘도감소 처리에 의해 1회로 묘화되는 RGB값을 표현하는 비트 수가 작게 되
기 때문에, 화상의 계조(grada-tion)가 악화된다. 따라서, 겹쳐쓰기의 회수는 해상도의 관점으로부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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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계조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묘화장치 및 묘화방법에 따르면, 화소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화소 
위치를 1화소보다 미세한 정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이 설정되고,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
응하는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의 위치 각각에,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화상이 겹쳐쓰기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공매체에 따르면, 화소 데이터를 메모리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1화소보다 미세한 
정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고,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메모리의 위치 각
각에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켬퓨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따라서, 화상에 
발생되는 에일리어싱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묘화 장치, 묘화방법, 및 제공매체는, 특히,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용
한 영상기기인 3차원 그래픽 컴퓨터 및 특수효과장치 (이펙터), 비디오 게임기 등에 있어서, 엔티에일리
어싱의 효과는 다각형의 에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내부, 3차원 형상들 서로가 교차하고 있는 부분 등에
도 미치기 때문에, 직선으로 발생하는 쟈기의 감소는 물론이고, 화상 전체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
문에, 고화질을 표시하는 것에도 적용하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상을 묘화하는 묘화장치(image drawing device)로서,

상기 화상을 출력하는 2차원 출력장치에 출력시키는 화소(pixel) 데이터를 기억하는 화소 데이터 기억수
단;

상기 화소 테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shift)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시프트량 설정수단; 및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서의, 상기 시프트량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위치 각각에, 상기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overwriting) 하는 묘화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subpixel)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
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
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상기 추정수단에 의해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에,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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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depth) 방향 순서로 소트(sort)하는 소트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視點)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
화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대한 상기 화상의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기 묘화수단은,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소정의 입력을 주는 경우에 조작되는 조작수단;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며, 상기 조작수단으로부터의 입력에 기초
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는 연산수단; 및

상기 연산수단에 의한 연산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화소 데이터를 구하는 화소 데이터 생성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
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
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상기 추정수단에 의해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에,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19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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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0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대한 상기 화상의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기 묘화수단은,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시점에 따라서, 상기 3차원 화상을 구성하는 상기 단위 도형을 상기 2차원 출력장치의 좌표계의 단위 도
형으로 변환하는 변환수단;

상기 변환수단에 의하여 변환된 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수단; 및 

상기 단위 도형의 깊이 방향의 위치를 표시하는 값을 기억하는 깊이 기억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상기 깊이 기억수단을 이용하여 묘화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
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
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상기 추정수단에 의해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8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0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대한 상기 화상의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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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기 묘화수단은,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소정의 입력을 주는 경우에 조작되는 조작수단;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며, 상기 조작수단으로부터의 입력에 기초
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는 연산수단; 

상기 연산수단에 의한 연산의 결과 얻어지는 상기 단위 도형을 상기 2차원 출력장치의 좌표계의 단위 도
형으로 변환하는 변환수단;

상기 변환수단에 의하여 변환된 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수단; 및 

상기 단위 도형의 깊이 방향의 위치를 표시하는 값을 기억하는 깊이 기억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상기 깊이 기억수단을 이용하여 묘화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
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5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수단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이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
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상기 추정수단에 의해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수단은,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8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수단은,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40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수단은,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대한 상기 화상의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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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묘화수단은,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장치.

청구항 43 

화상을 묘화하는 묘화장치에 대한 묘화방법으로서,

상기 묘화장치는, 상기 화상을 출력하는 2차원 출력장치에 출력시키는 화소 데이터를 기억하는 화소 데이
터 기억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시프트량 설정단계; 및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의 위치 각각에 상기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
로써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묘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단
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
화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 있어서, 상기 추정단계에서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47 

제 4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서,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48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에,

상기 보정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0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
법.

청구항 51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대한 상기 화상
의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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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기 묘화단계에서,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상기 화
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장치는 소정의 입력을 주는 경우에 조작되는 조작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며, 상기 조작수단으로부터의 입력에 기초
하여 소정의 연산을 하는 연산단계; 및

상기 연산단계에서의 연산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화소 데이터를 구하는 화소 데이터 생성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5 

제 54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6 

제 54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단
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7 

제 56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
화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 있어서, 상기 추정단계에서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8 

제 56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서,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59 

제 5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0 

제 59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에,

상기 보정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1 

제 5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
법.

청구항 62 

제 54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대한 상기 화상
의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3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기 묘화단계에서,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상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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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4 

제 63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5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상기 묘화장치는 상기 단위 도형의 깊이 방향의 위치를 표시하는 값을 기억하는 깊이 기억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시점에 따라서, 상기 3차원 화상을 구성하는 상기 단위 도형을 상기 2차원 출력장치의 좌표계의 단위 도
형으로 변환하는 변환단계; 및

상기 변환단계에 의해서 변환된 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상기 깊이 상기 깊이 기억수단을 이
용하여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6 

제 6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7 

제 65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단
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8 

제 67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묘
화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 있어서, 상기 추정단계에서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69 

제 67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서,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70 

제 6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71 

제 70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72 

제 65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화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대한 상기 화상
의 겹쳐쓰기 회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73 

제 72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기 묘화단계에서,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상기 화
소 데이터 기억수단에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74 

제 73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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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묘화방법.

청구항 75 

컴퓨터에, 화상을 묘화하는 처리를 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공매체로서, 

상기 화상을 출력하는 2차원 출력장치에 출력되는 화소 데이터를 메모리에 묘화하는 경우의 묘화 위치를, 
하나의 화소보다 미세한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시프트량 설정단계; 및

그 복수의 시프트량에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의 위치 각각에 상기 화소 데이터를 묘화함으로써 상기 화상
을 겹쳐쓰기 하는 묘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76 

제 75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브픽셀 단위로 요구하는 경우에,

상기 시프트량 설정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의 상기 묘화 위치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시프트하기 위한 
복수의 시프트량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77 

제 75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상을 겹쳐쓰기 하는 겹쳐쓰기 회
수를 결정하는 회수 결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78 

제 7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묘화단계에서 한 화면분의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메
모리에 묘화하는데 소요되는 묘화 시간을 추정하는 추정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 있어서, 상기 추정단계에서 추정된 상기 묘화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79 

제 77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가 서프픽셀 단위로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회수 결정단계에서, 한 화소를 구성하는 서브픽셀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겹쳐쓰기 회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80 

제 7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동화상인 경우에,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동화상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보정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81 

제 80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에,

상기 보정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상기 시프트량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82 

제 7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이 단위 도형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는 3차원 화상인 경우에,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단위 도형을 그 깊이 방향 순서로 소트하는 소트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단위 도형을 시점에 근접한 것부터 차례로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
체.

청구항 83 

제 75항에 있어서, 상기 묘화단계에서, 상기 화소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대한 상기 화상의 겹쳐쓰기 회
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에 기초하여, 1회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84 

제 8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또는 겹쳐쓰기 회수를 M 또는 N으로 각각 표시하는 동시에, x/y이하
의 최대 정수를 INT[x/y]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기 묘화단계에서, INT[M/N]으로 표시되는 값에 소정의 보정값을 가산한 값을, 1회의 묘화로서 묘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청구항 85 

제 84항에 있어서, INT[M/N]×N로 표시되는 값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상기 보정값은, 그 보정값을 INT[M/N]에 가산한 값의 N배가 M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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