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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표시 장치는 관련 메인 메모리(24)를 갖고 있는 호스트 처리기(14)와 관련 표시 메모리(30) 및 구조 
메모리(41')을 갖고 있는 표시 처리기를 포함하고 있다. 호스트 처리기는 레벨 좌표(L) 각각의 값으로 
정의되는 해상도의 적어도 두 레벨에서 소정 구조를 나타내는 텍셀값의 적어도 한 피라밋 또는 부분-피
라밋  어레이를  구조  메모리(41')에  저장하기  위한  수단(18),  및  목적  원시  데이타를  표시 
처리기(28',49)에 제공하는 수단(18)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표시 처리기는 상기 표시 메모리(30)에 제
공하기 위한 일련의 픽셀 어드레스(X, Y), 각각이 관련 레벨 좌표(L)를 갖고 있는 대응하는 일련의 2-D 
구조 좌표쌍(U, V)를 목적 원시 데이타로부터 발생하는 수단(28')을 포함하여, 레벨 좌표(L)에 의해 정
의되는 해상도의 한 레벨 또는 레벨들에서 목적 원시 데이타에 관한 저장은 구조의 매핑이 실행된다. 상
기  구조  메모리는  선형  어드레스된  (1차원)  구조  메모리(41')를  포함한다.  텍셀값들의  피라밋  또는 
부분-피라밋 어레이를 저장하는 수단은 구조 메모리(41')에 각각의 2-D 어레이를 선형으로 저장하는 수
단(D1)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 관리 회로(49)는 구조 메모리에 각각의 그러한 어레이를 위치 설정하기 
위하여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SWI1, W1, B1)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수단(50)을 구비하고 있다. 구조 관
리 회로(49)는 수신된 구조 쌍(U, V) 및 래벨 좌표(L)를 선형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 (A1)로 변
환시키기 위해 저장된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이용하는 수단(50 내지 63)을 더 구비한다.

대표도

명세서

14-1

등록특허10-0191111



[발명의 명칭]

표시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공지된 형의 구조 매핑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의 블럭선도.

제2도는 구조 메모리에 기억된 텍셀값의 2-D 어레이도.

제3도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새로운 구조 매핑 하드웨어의 개략적인 블럭선도.

제4도는 제3도의 하드웨어의 두개의 선형성 구조 메모리에 3개의 피라밋형 구조 맵을 기억시키기 위한 
도면.

제5도는 제3도의 하드웨어 페이지 테이블 메모리의 내용을 도시.

제6도는 제3내지 5도의 하드웨어에서 피드백을 이용한 필터된 2-D 어레이의 발생을 도시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키보드                                12 : 트랙커 볼-형 입력 장치(12)

14 : 중앙 처리 장치(CPU)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피라밋형 구조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에서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시키
는 회로 장치에 관한 것으로, 2차원(2-D)구조 좌표쌍 및 관련된 레벨 좌표를 수신하는 피라밋형 좌표 입
력과, 수신된 좌표쌍 및 레벨 좌표로부터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은 또한 관련된 주 메모리가 목적 원시 데이타 및 구조 해상도를 기억하는 호스트 추리기와, 관
련된 표시 메모리 및 구조 메모리를 갖는 표시 처리기를 구비한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호스트 
처리기는 레벨 좌표 각각의 값으로 한정된 적어도 두 레벨 이상의 해상도로 주어진 2-D 변조 패턴(구조)
을 표시하는 텍셀값의 다수의 2차원(2-D) 어레이를 구비한 구조 소자(텍셀)값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피
라밋형 또는 부분 피라밋형 어레이를 구조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수단과, 변조 패턴이 구조 메모리의 피
라밋형 어레이에 기억된 텍셀값에 따라 목적 원시어에 인가되어지는 표시를 포함하여 목적 원시 데이타
를 표시 처리기에 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표시 처리기는, 목적 원시 데이타로부터 표시 
메모리에 인가하기 위한 일련의 픽셀 어드레스와 각각 관련된 레벨 좌표를 갖는 대응하는 일련의 2-D 구
조 좌표쌍을 발생하여 관련된 레벨 좌표로 한정된 해상도의 레벨로 목적 원시어에 기억된 변조 패턴을 
매핑하는 수단과, 상술된 바와 같은 회로 장치를 구비하여, 각각 2-D 구조 봐표쌍 및 관련된 레벨 좌표
를 수신하여 구조 메모리에 인가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이러한 정치는 WO 85/00913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비행 시물레이션에 3차원(3-D)화면을 나타내는 영
상의 실시간 합성 및 표시를 제공한다. 공지의 표시 장치는 2-D패턴(구조)이 사전 발생되어 구조 메모리
에 기억되어져 단일 원시어가 맵된 구조로 되어지는 (목적 공간에서 화면 공간으로 변형되어 표시 메모
리에 주사됨) 본 기술 분야에서는 구조 매핑으로서 공지된 기술로 수행된다. 상기의 기술로써 영상을 생
성하도록 실행되어져야 하는 원시어의 수를 상응하게 증가시킬 필요없이도 대량의 표면 상세를 표시할 
수 있다. 간단한 경우에는, 기억된 패턴은 목적 표면의 색을 한정하여, 텍셀값은 표시 메모리에 직접 기
록될 수 있는 색값을 형성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텍셀값은 특히 복소수 광 변화, 반사등
등을 신속히 계산하기 위하여 달리 제어 처리될 수 있다.

구조 패밍은 전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 수행되지만 본 발명의 내용에서는 실시간 영상 합성 분야의 하
드웨어 수행에 관한 것이다. 에일리어싱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매핑동안, 텍셀값을 필터할 필요가 있
다. 지나친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공지된 장치는 소위 피라밋형 어레이에 상이한 레벨의 해상도로 각각 
서전 필터된 일련의 2-D 어레이를 구바한 구조를 기억시킨다. 피라밋형 구조 어레이의 발생 및 기억을 
위한 적합한 필터링 방법은 (1983년 7월) 컴퓨터 그래픽스 17권 1 내지 11 페이지에서 랜스 윌리암씨의 
논문 피라밋형 파라메트릭스에서 기술되어 있다.

공지된 하드웨어 수행은 윌리엄씨의 논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기억을 위한 MIP(소형이지만 내용이 풍
부함)맵 방법을 채택하여, 단일 구조의 3색 성분(R,G 미 B)이 사각의 2-D 어드레스형 메모리에 기억된
다. MIP맵은 소영의 기억장치로 2-D메모리를 사용하는 피라밋형 구조 맵을 매우 효울적으로 검색하는데, 
이것은 물리적 어드레스 발생 수단이 한쌍의 간단한 비트 이름회로로 변형되어 지기 대문이다.

MIP 맵의 단점은 비록 단지 매우 적은 레벨만을 주어진 시간에서 필요로하더라도, 메모리가 완전한 파라
밋으로 점유된다는 것이다. 비록 비사용 레벨이 어레이에서 삭제되더라도, 2-D 어드래싱 하드웨어의 특
정화된 설계는 자유공간을 효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심하게 복잡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 맵의 상이한 크기 및 형상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이것은 종래의 2-D 구조 
메모리를 사용할때는 매우 낭비적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구조 매핑 하드웨어의 배용 또는 복잡성을 심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구조 
메모리에 대한 사용 효율성을 계선시키는데 있다.

본 발명은 시작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회로 장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물리적 어드레스가 선형(1차원) 
어드레스이며, 물리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수단이, 수신된 레벨 좌표로부터 선형 어드레스 
공간에 텍셀값의 대응하는 어레이를 위치 설정시키는 정보를 발생하는 페이지 위치 설정 수단과, 상기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여 수신된 2-D구조 좌표쌍과 레벨 좌표를 선형 물
리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한시키는 구조 어드레스 변환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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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제2시작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표시 장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구조 메모리가 선형성으
로 어드레스된(1차원) 구조 메모리를 구비하며, 텍셀값의 피라밋형 또는 부분 피라밋형 어레이를 기억시
키는 수단은 구조 메모리에서 선형 형태로 각각의 2-D 어레이를 기억하는 수단과 이러한 각각의 어레이
를 구조 메모리에 위치 설정시키는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발생하는 수단을 구비하며, 물리적 구조 메
모리 어드레스 발생 수단은 일련의 2-D 구조 좌표쌍 및 레벨 좌표를 수신하여 일련의 선형 물리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를 방생시키도록 제공된 제3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회로 장치를 구비
한다.

본 발명은 2-D 구조 메모리의 종래의 MIP맵 기억 장치의 장점이 비용 및 복잡성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킴
이 없이도 하드웨어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때 부과되는 제한으로 보다 가치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본 발명의 화로 장치에 결합된 선형 구조 메모리(이하부터는 구조 관리 회로로서 참조됨)는 메모리의 임
의 적절한 공간에 각각의 2-D 어레이를 기억시키기에 자유롭다. 이와같이, 여러레벨의 피라밋혀 어레이
가 서로 특정의 관계로 기억될 필요가 없으며 실행하는데 단지 수개의 레벨만이 필요로 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피라밋을 기억시킬 필요가 없다.

페이지 위치 설정 수단은, 다수의 상이한 어레이를 위치 설정시키는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미리 수신
하는 수단과, 수신된 레벨 좌표에 응답하여 후속 재생을 위해 수신된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기억시키
는 페이지 테이블 메모리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는 예를들어, 이것이 구조 메모
리의 각각의 어레이에 기억될때와 동시에 호스트 처리기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페이지 위치 설정 테이
블은 레벨 좌표에서 관련 어레이의 위치로 신속히 변환될 수 있다. 정보는 또한 동일한 선형 메모리에 
기억된 상이한 구조를 나타내는 여러 피라밋형 또는 부분 피라밋형 어레이중에서 필요로 되는 것을 식별
할 수 있다.

페이지 위치 설정 수단에 의해 발생된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 대응하는 어레이의 선형 기분 어드레스 및 
쪽 값을 한정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구조 어드레스 변환기는, 2-D 구조 
좌표쌍과 폭 값 및 레벨 좌표를 결합시켜 선형(1차원)옵셋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옵셋 발생 수단과, 기
본 어드레스와 발생된 옵셋을 결합시켜 선형성으로 어드레스된 구조 메모리에 인가하기 위한 선형 물리
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선형 어드레스 발생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옵셋 발생 수단은 피라밋 레벨간의 쪽값 및 스케일링율이 2의 거듭제곱으로 한정되면 간력화될 수 있다.

에일리어싱을 피하기 위하여 2-D 어레이내에서 인접한 텍셀값간의 보간이 필요로 될 수 있다. 한 실시예
에 있어서, 그러므로 회로 장치는, 동일 레벨 좌표에 대응하지만 구조 좌표쌍이 기억된 어레이의 n+1 텍
셀값의 그룹 또는 패치(patch)의 병렬 어드레싱을 허용하도록 수신된 좌표쌍으로부터 옵셋된 a+1 물리 
어드레스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n개의 (n=3또는 그 이상) 다른 물리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다.

이러한 회로 장치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의 대응하는 실시예에 있어서, 선형 구조 메모리는 n+1개의 병렬 
어드레스형 메모리(n=3 또는 그 이상)로 분할되며, 텍셀값 기억 수단은 회로 장치에 인가된 2-D 좌표상 
각각에 대해 텍셀의 2-D 패치의 텍셀값이 병렬로 판독 출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립된 방법으로 
n+1개의 메모리즘에 기억된 텍셀값을 분배하도록 제공되며, 표시 장치는 또한 2-D 구조 좌표쌍의 분수부
에 응답하여 2-D 패치의 택셀값을 단일 보정값으로 결합시키는 2-D 보간 수단을 구비한다. 이것은 2-D 
패치를 판독할 필요가 있을때 픽셀당 메모리 판독 사이클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쌍전형 보간으로 충분하다.

표시 장치는 또한 제1레벨의 피라밋형 어레이를 형성하는 사전 기억된 2-D어레이의 엑셀값의 체계적인 
판독 출력과 2-D보간을 함으로써 피라밋형 어레이의 일부로써 구조 메모리에 기억하기 위한 텍셀값의 2-
D 어레이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보다 낮은 제2의 해상도 레벨의 상기 파라밋 어레이를 형성하기 위한 텍
셀 값의 2-D 어레이를 형성하도록 메모리에 생성된 보간 텍셀값을 (선형으로) 기억시키는 궤환 수단을 
구비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임의 구조 좌표쌍을 선택하여 보간된 텍셀 값이 파라밋에서 그다음 낮은 해
상도 어레이의 대응한 기억된 텍셀값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이것은 바로 외부에서 발생된 하나의 고해상도 2-D어레이로부터 고속으로 발생하는 매핑 하드웨어의 가
능성을 공개한다.

표시된 해상도에서 급격한 천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라밋 레벨간의 보간이 필요로 될 수 있다. 다른 실
시예에 있어서, 회로 장치는 또한, 동일한 2-D 구조 좌표쌍(또는 n+1 구조 좌표쌍 그룹)에 대응하며 수
신된 레벨 좌표로붙 옵셋된 레벨 좌표를 갖는 다른 물레 어드레스(또는 n+1 물리 어드레스 그룹)를 발생
하는 수단과,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및 다른 물리 어드레스가 서로 다른 두개의 
병렬 어드레스 형 구조 메모리 뱅크에 인가될 수 있는 선택 수단을 구비한다.

이러한 회로 장치를 포함한 표시 장치의 대응한 실시예에 있어서, 구조 메모리는 독립된 제1및 제2선형 
어드레스형 구조 메모리 뱅크르르 구비하며, 텍셀값 기억 수단은 제1및 제2구조 메모리 뱅크에 연속 레
벨의 주어진 피라밋형 또는 부분 피라밋형 어레이를 교대로 형성하는 2-D 어레이를 기억하도록 제공되
며, 회로 장치는 인접한 두 레벨의 주어진 피라밋형 어레이의 텍셀값이 병렬로 판독 출력도리 수 있는 
방법으로 물리 어드레스 및 다른 물리 어드레스를 제1및 제2구조 메모리 뱅크에 인가하도록 제공되며, 
표시 장치는 또한 레벨 좌표의 분수부에 응답하여 두 레벨로부터 나은 텍셀값을 단일 보간된 텍셀값으로 
결합시키는 보간기를 구비한다. 이러한 페이지 교체 이중 뱅크 구조 메모리 방식은 수행하기에 매우 간
단한 방법으로 메모리 판독 사이클의 중복을 방지시킨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제1도는 공지된 타입의 구조 매핑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의 블럭선도이다. 키보드(10) 및 트랙
커 볼-타입 (tracker ball-type) 입력장치(12)가 사용사로부터 중앙 처리 장치(CPU)(14)로의 입력을 제
공한다. 트랙커 볼은, 공지된 방법으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3-D대상물을 표시하는데 이용된다. 물론, 
조이스틱, 디지타이징 타블릿, 마우스 등과 같은 다른 입력 장치도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장치들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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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줌(zoom)등에 의해 생성된 영상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한 장치들은 통상적
인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상물 및 구조 매핑에 
의해 대상물 표면에 가해질 사진학적 영상은 카메라(16)와 같은 비디오 소오스로부터 입력될 수 있다.

CPU(14)는 버스(18)(예로서 UME 보스)를 거쳐, 디스크 기억 장치(20), ROM(22), 주 메모리(MRAM) (24)에 
연결된다. 자기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및/또는 광학 메모리 디스크를 포함할 수 있는 디스크 기
억 장치는 데이타(예를들어 영상 또는 3-D모델 데이타)를 기억시키는데 사용되며, 상기 데이타는 원하는 
새로운 영상을 발생시키도록 재호출되고 조작될 수 있다. 상기 데이타는 앞서의 입력 세션으로부터 사용
자 작업을 포함할 수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상호 작용적 컴퓨터-조력 설계에 또는 교육용이나 오락용의 
컴퓨터 시물레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상업적으로 발생된 데이타를 포함할 수 있다. 3-D대상물을 모델링하
기 위해, 상기한 데이타는 일반적으로, 2-차원 영상의 형태보다는 다각형 모델 데이타로서 기억된다. 이
러한 경우, 데이타는 3-D대상물 공간 (예를들면 삼각형 또는 사변형 표면)에서 다각형 표면(원시어)의 
그룹으로 통상 분류되는 대상물을 포함하는 3-D 모델에 대응한다. 모델에서 각 대상물에 대한 데이타는 
대상물을 이루는 모든 다각형(polygon)의 위치 및 성질을 제공하며 그 정점의 상대 위치 및 다각형 표면
의 컬러 또는 투명도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구비한다.

다른 시스템에서, 원시어는 국면 패치를 포함하여, 이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구조는 표면 상
으로의 매핑을 위해 자정될 수 있으므로 화면을 이루는 원시어의 수를 증가하지 않고도 세부 사항이 표
현될 수 있다. 구조맵은 예를들어 후술되는 방법으로 픽셀의 컬러를 규정하는 2-D 패턴 변조를 규정하는 
구조 소자(텍셀) 값의 기억된 2-D 어레이이다. 구조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반사도 또는 
표면  법선  방향과  같은  다른  양을  대안적으로  변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텍스처  맵은  디스크 
기억장치(20)에 기억되어 원할때 재호출될 수도 있다.

CPU(14) 및 시스템의 다른 성분들은, 중계, 회전, 투영등을 실시하는 기하학적 변환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점 좌표의 매트릭스 조직에 의해, 사용자가 선택하는 관점으로부터 대상을 공간의 3-D 모델 세계를 사
용자를 위한 2-차원 시야로 (관찰자 공간으로) 바꾸어 준다. CPU(14)는 또한 원시어 또는 정점 단위로 
클리핑 및 조명 계산을 실시한다.

ROM(22)  및  MRAM(24)은  CPU(14)를  위한  프로그램  메모리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CPU는  모토로라 
MC68020과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다. 특별한 프로세싱 하드웨어(26)가 제공되어 CPU(14)를 도
와서 간단한 모델 모두를 2-차원 화면으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많은 양의 연산 동작을 실행한다. 하드
웨어(26)는 표준 연산 회로를 포함하며 또는 더욱 강력한 주문형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디지탈 신호 처
리(DSP) 집적 회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VME버스 연결부를 거쳐 CPU(14)에 연결된다. 하드웨
어(26)의 특성은, 예를 들어 속도, 해상도, 화면당 원시어의 수 등등에 관한 시스템의 요건에 따르게 된
다.

표시 처리 장치(DPU)(28)는 CPU(14)의 출력 (버스(18))과 표시 메모리(VRAM)(30)의 입력 사이에 연결된
다. 디스플레이 메로리(30)는 픽셀 데이타 COL를 라스터-스캔 포맷으로 기억한다. 픽셀 데이타 COL는 통
상적으로 각각의 픽셀에 대해 소정 영상의 적(R), 녹(G), 청(B) 성분에 대응하는 3개의 8비트 값(총 24
비트)을 포함한다. 본 기술에 숙련된 사람이면, 다른 실시예에서는 더 많은 혹은 적은 비트가 제공되며 
비트 상이한 성분의 관점으로 컬러를 규정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DPU(28)에서 원시어는 스캔 변환되어 표시 메모리(30)로 들어간다. 스캔 변환은 각 원시어에 의해 변환
된 픽셀이 완전한 영상이 표시 장치로의 출력을 위해 스캐닝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행씩, 한 픽
셀씩 기재되는 공정이다.

타이밍  장치(비디오  제어기)(32)는  판독-어드레스  신호  XD  및  YD를  발생시켜,  표시  스크린(34)의 
라스터-스캐닝과 동기적으로 VRAM(34)내에 픽셀 데이타를 어드레스시킨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
여, VRAM(30)에서의 위치가 한행씩, 한열씩 스캐닝되어 컬러 값 COLD를 판독하며, 컬러 값은 디지탈-아
날로그 변환기(DAC)(36)로 공급된다. 만약 비-RGB 컬러 코드가 사용되면, 매트릭스 회로 또는 컬러 순람
표가 제공되어 픽셀 데이타 COLD를 등가의 TFB신호로 바꾸어, 예를 들어 음극선관(CRT) 표시 스키린인 
표시 스크린(34)에 공급한다. 표시(34)는 타이밍 장치(32)로부터 타이밍신호(SYNC)를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수신한다.

원시어를 랜더 하거나 그리기 위해 상기 CPU(또는 특별한 하드웨어(26))는 단일 원시어 (예를 들어 꼭지
점 좌표에 의해, 엣지 경사등)와 여러 속성-칼라 반사율 등을 한정하는 값을 가지고, 버스를 통해 로드
된 DPU(28)내의 레지스터를 발생시킨다. 그때 DPU(28)는 원시어에 의해 커버된 전체 영역을 규칙적으로 
주사하도록 픽셀 좌표(X  및 Y)를 발생한다.  상기 픽셀 좌표 X및 Y는 픽셀 값 COL이 매 픽셀에 대해 
VRAM(30)으로 기록되도록 VRAM(30)에 대해 기록 어드레스로서 공급된다.

상기 픽셀 값 COL은 상기 원시어 기본 면 칼라가 피사체의 면 (예를들어 칼라,  투명도, 확산반사율, 거
울반사율)과 3-D환경 (예를 들어 위치, 칼라 및 광원의 날카로움, 거리헤이즈)의 속성에 대해 사실적으
로 계산하기 위해 변조된다. 이러한 변조는 예를 들어 커브면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해 평활하게 변화하는 
셰닝을 발생하도록 원시어 데이타와 함께 로드된 파라메타로부터 산술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더욱 
상세한 변조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는 구조 메모리(41)에 앞서 기억된 소정의 패턴에 따라 변조 값 MOD
를 공급하기 위한 레퍼런스(40)과 같이 매칭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결국, 상기 DPU(28)는 (i) 상기 구조 공간에서 목적 공간으로 (ii) 목적 공간에서 뷰어(표시부)공간으로 
기하학적 변형을 실행하는, 상기 변조 패턴이 원시어 면으로 앱되도록 각각 픽셀(표시) 축 X 및 Y 쌍과 
동시에 한쌍의 구조 좌표 U 및 V를 발생한다. 제2도는 수평 및 수직축 라벨 U 및 V에 의해 한정된 구조 
공간, 사선의 X 및 Y에 의해 한정된 스크린 공간 사이의 관련 설명을 제공한다. 상기 실제 기억된 텍셀 
값은 U및 V의 정수 값에 대응하며 솔리드 써클러 돗트의 스퀘어 어레이에 의해 표시된다. 스크린 공간에
서 픽셀의 위치는 대각선 교차(X)에 의해 마크되며 X-축에 평행한 레퍼런스 S1, S2 및 S3 등의 주사 라
인에 따라 놓인다. 상기 주사 라인 S1, S2, S3 등으로 직력의 픽셀 값에 대응한 픽셀값 어드레스를 위해 
요구된 좌표 U 및 V를 한정하기 위해, 상기 CPU(14)(또는 드러밍 하드웨어(26))는 주사 라인 S1으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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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에 대응한 좌표 쌍(U0,V0)에 앞서 DPU(28)를 제공하며 구조 공간에서는 스크린 공간 주사 라인 S1등

의 경사를 한정하는 부분 도함수  및 와 구조 공간의 픽셀 컬러 경사를 한정하는 부분 도

함수  및 를 제공한다. 설명된 예에서는, 구조 공간에서 스크린 공간까지의 변형은 선형이
다. 더욱 일반적인 경우에서, 상기 주사 라인 S1등과 픽셀 컬럼은 발산 또는 수렴되며, 심지어 곡선이되
며, 부분도함수는 원시어 양단의 점에서 점까지 변화한다.

상기 구조 좌표 U 및 Y는 아래에 기술된 수단으로 매핑 하드웨어(40)에서 처리되며 변조 값 MOD 가 어드
레스된 각각의 픽셀 위치 X,Y에 대해 이용될 수 있도록 구조 메모리(41)에 공급된다. 상기 값 MOD는 공
통적으로, 칼라 값을 포함하며 중요하게 직접 픽셀 값 COL을 형성하고 돗트된 데이타 통로(42)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 메모리(VRAM)(30)로 직접 전달된다. 그러므로, 더욱 일반적으로, 상기 값 MOD가 
칼라 값일때 조차, 실제 광 효과용으로 허용하기 위해 DPU(28)내에서 구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더욱 일
반적인 경우에서, 상기 변조 값 MOD는 직접 픽셀 값 COL이 적게 수정되도록 하기 위해 나쁜 파라미터와 
함께 DPU(28)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범프 매핑으로 불리는 값 MOD는 순차 괌 계산 및 간접적으로 픽
셀 값 COL을 실행하도록, 원시어의 일반적 면방향은 변조한다. 환경 매핑으로 공지된 다른 기술은 복잡
한 환경 (광원, 윈도우, 다른 피사체 등을 포함하는)의 거울 반사가 시물레이트되도록, 좌표로서 U 및 V
를 사용하며, 환경 영상을 기억하기 위해 TRAM을 사용한다. 이들과 매핑 하드웨어의 여러 다른 응용은 
1986년 11월 IEEE 컴퓨터 그래픽과 융용의 56내지 67 페이지의 파울 예스, 헤크버트에 의한 논설 :구조 
매핑의 전달에 요약되어 있다. 이 숙련된 기술은 본 발명이 매핑하드웨어의 모든 응용에 제공되는 것으
로 인식된다. 상기 구조 메모리(41)에 표시된 텍셀은 표시부 픽셀에 기초한 일 대 일에 일반적으로 대응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상기 프리미티브가 거리고 도시되고 구조가 계속적으로 매우 소수의 픽셀로 맵
될때, 2차원 공간 필터링은 샘플 서브 샘플링이 사용되는 경우에 뷰어에 분포되는 에이링어싱 효과를 피
하기 위해 요구된다.

또한 일반화된 필터는 경제적인 장치에 공급되는 것으로 공지되며 실-시간 이동 영상이 합성되며, 래퍼
런스 윌리엠은 주어진 패턴에 대해 수개의 2-D 어레이 (후에는 맵으로서 간주되는)를 기억하기 위한 종
래의 솔루션을 기술하며, 각각은 계속해서 작게되며 연속적으로 하부 리솔루션에 대해 재-필터된다. 따
라서 DPU(28)는 오직 사용에 대해 적당한 맵을 경정하기 위해 레벨 좌표 L을 발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다. 상기 텍셀 값에 대한 컴팩트 기억과 고속의 억세스에 대해, 상기 맵은 스퀘어로 선택되며, 2차원의 
파워를 가지며, 윌리엄에 의해 상술된 :멀티용 인 프라보 (MIP 맵)에 따라 스퀘어 구조 메모리에 기억된
다.

제1도는 구조 메모리(41)에서 MIP맵으로서 기억된 구조 피라밋의 칼라 성분 R, G, B를 도시한다. 예로 
가장 큰 밉(가장 높은 리솔루션)(L=0)은 512×512텍셀을 포함하며, 상기 L=1 맵은 256×256텍셀 등을 포
함하며 L=9에 대해서는 그 이하이며 각각의 맵은 만일 텍셀이 된다. 예로, 상기 각각의 텍셀 값은 각각
의 R, G 및 B 칼라 성분에 대해 8-비트 값을 포함하며, 상기 전체 구조 메모리(41)는 1M 바이트 크기이
다.

상기  텍셀  값은  버스(18)를  통해  CPU(14)와  메모리(41)의  기록부분(43)에  의해  랜더링에  앞서 
메모리(41)에 기억된다. 판독된 각각의 텍셀 값에 대해, 상기 DPU(28)은 2-D 좌표 쌍을 발생하며, 각각
의 좌표 (U 및 V)는 적어도 9 비트 길이의 정수 부분을 포함한다. 동시에, 상기 레벨 좌표 L은 DPU(28)
에 의해 발생되며 각각 구조 메모리(41)의 어드레스 포트(44,45)를 판독하기 위한 응요에 대해 뷰쳐좌표 
U및 V로부터 물리적 좌표 U' 및 V'를 발생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각의 물리적 좌표 쌍 W' V'에 응답하
여, 상기 메모리(41)는 (24-바트) 판독 포트(46)를 통해 어드레스된 텍셀의 R, G, B성분을 릴리이즈한
다.

상기 메모리(41)내의 MIP맵의 2차원 2진 트리 장치때문에, 상기 요구된 물리적 좌표 U' 및 V'는 각각 한
쌍의 2진 이동 회로(47, 48)에 의해 단순하게 발생되며, 각각 레벨 좌표 L에 의해 한정된 각각 다수의 
좌표 위치를 라이트-이동한다. 특히, L=0가 가장 높은 레벨을 표시하는 경우에, 레벨 0맵에서 주어진 텍
셀에 대응한 어드레스는 레벨 L의 대응 텍셀의 물리적 어드레스로 변환되며 상기 U 및 V좌표 L위치를 라

이트 이동하는 것에 의해 알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각각의 좌표를 2
2
 만큼 스케일링-다운한다. 상기 레벨 

좌표 L은 원시 데이타의 부분으로서 DPU(28)에 공급되며, 투시는 매핑용으로 계산되며, 그때 레벨 좌표 
L은 매화소 바이어스로 DPU에서 더욱 적당하게 발생하며, X, Y에 따라 U, V의 부분 도함수에 의존한다.

전체 인티얼라이싱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는 텍셀 값 사이에서 3-D(예를들어, 삼선 좌표)보간을 제공하
는 것으로 공지되며, 상기 좌표 L, U'및 V'는 분수부분(Lf, Uf', Vf')뿐 아니라 정수 부분 (Li, Ui', Vi')을 

가진다. 상기 U'및 V'좌표의 분수 부분은 하나의 레벨내의 4개의 인첩 텍셀의 스퀘어 패치 사이에서 2-
D(예를들어, 쌍일차)보간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상기 레벨 좌표 분수 부분 Lf는 피라미드와 같은 어

레이의 2개의 인접 레벨로부터 텍셀 값 (2-D 인터폴리에이트)사이에서 보간 하기 위해 사용된다. 결국, 
레벨 Li로 부터 4개의 텍셀 값 (ui',vi'),(ui+1,vi'),(ui',vi+1),(ui'+1,vi'+1)과 레벨Li+1 맵으로부터 4

개를 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속도 페널티는 이들 8개의 텍셀 값이 직렬로 판독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양호하게도 각각의 레벨에 대한 4개의 텍셀 값이 구조 메모리가 후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2
×2패치 어드레싱을 허용하기 위해 삽입된 4개의 병렬 메모리로서 구성되는 경우에 판독 포트(46)를 통
해 병렬로 판독되며, 오직 2개의 메모리 판독 싸이클로 판독된 8개의 값을 인에이블한다. 따라서, 병렬
로 판독된 4개의 (Li 및 Li+1) 텍셀 값의 2개 셋을 인에이블하는 것이 바람직해지며, 윌리엄 레퍼런스는 

하드 와이어된 어드레싱 설계가 주어진 MIP맵의 모든 레벨에 대해 병렬 교차 인에이블하는 것이 가능하
다. 반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윌리엄에 의해 제안된 설계에 포함된 많은 접속부는 매스마켓트 
응용에 대해 그것을 경제적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방대하다. 예를들어, 텐 레벨을 갖고, 2×2패
치 어드레싱(적어도 가장 하부 레벨을 제외하고)과 텍셀당 R, G및 B각각의 8비트, 데이타의 888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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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 매 좌표쌍 U, V용으로 구조 메모리(41)의 판독 포트(46)로부터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조 메모리(41)에서 다른 구조 피라밋을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예를들어 3개의 
구조 피라밋은 제1도의 펴시부(34)의 스크린에 도시된 입방체의 면으로 맵된 형태 '0','+' 및 'X'를 한
정한다. 이를 목적으로, 상기는 MIP맵의 각각의 레벨에서 스퀘어 어레이를 분할하는 것으로 공지되며, 
각각 2-D 패턴을 한정하는 대응 2-D배열의 모자이크를 기억한다. 상기 DPU(28)에 의해 발생된 죄표 쌍 
U,V는 상기 2-D어레이의 정정 부분이 어드레스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2-D옴셋과 상호 협력된다. 이 공
지된 기술에서 구조의 어떤 공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소비되어 필수적으로 남아있나. 일반
적인 경우에서 21-D 형태의 모자이크로 부터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로, 
구조 문제 '0', '+' 및 'X'를 스퀘어 어레이로 표시하는 3개의 스퀘어 어레이를 배열하며 공지된 구조 
메모리(41)의 각각의 레벨에서 소비된 이용가능한 메모리의 적어도 하나의 쿼터를 발생한다. 발생 2-D 
지그 퍼글에 대해 최적 솔루션이 어려울때 조차도 알 수 있으며, 어레이가 스퀘어, 직각, 삼각과 같이 
다른 형태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에도 실제 시간으로 유일하게 실행된다.

또한 MIP멥의 단점은 각각의 구조 피라밋가 모든 레벨에서 공간(위에서 주어진 예에서는 1M 바이트)을 
차지한다는 것이며, 장면에서 조차도 상기 원시어는 나만 거리를 볼 수 있으며, 오직 하나 이상의 작은 
맵(L=5, L=6등)은 실제로 동시에 사용된다. 다만 필요한 상기 레벨과 유사하게 어떤 하나의 시간에서 구
조 메모리에 기억되고 자유공간이 다른 구조 맵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에 상당한 정점을 가진다. 예를들
어, 상기 피라밋의 가장 큰 맵(L=0)이 영상을 랜더링하는 과정에서 실제 판독되지 않을때 조차도, 계속 
전체 구조 메모리 기억의 3개의 쿼터를 차지한다. 불행하게도, 상기는 위에서 상술된 단점중 하나를 극
복하기 위해 적응성 있게 공지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3도는 제1도의 40에서 도시된 것에 대해 대체된 보통의 매핑 하드웨어를 도시한다. 선형의 어드레스 
구조  메모리(41')는  소비  공간  제거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제공된다.  구조  장치 
회로(49)는 선형 메모리(41')내의 여러 어레이 트랙을 유지하며 피라밋 좌표 L,U 및 V를 선형의 물리적 
텍셀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해 제공된다. 큰 맵에서 모자이크로서 기억된 모든 다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2-D옴셋 사용 대신에, 보통 시스템에서 CPU(14)는 원시 데이타에 공급되며 값 T를 확인하는 구조는 
좌표 U 및 V로부터 분리된다. 구조 피라밋 부분을 형성하는 어떤 2-D맵은 맵 T, Li로서 확인되며, 여기
서 Li는 레벨 좌표 L의 정수 부분이다. 상기 회로(49)는 단순한 2-D MIP어드레셍 하드웨어 보다 더욱 복
잡하며, 적응성 있고 활용화된 메모리 개선이 상당히 이룩된다.

제3도의 상기 DPU(28')는 상기 종래 DPU(28)(제1도)의 천천히 수정된 버젼이며, 구조 장치 회로(49)에 
수신된 확인 값을 통과시키기 위한 출력 T를 가진다. 상기 수정된 DPU(28')은 또한 본 명세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바와 같은 피드백 통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리 신호 FB를 전달하는 출력을 가진다.

제3도에 도시된 보통의 하드웨어는 8개의 텍셀값이, 윌리엄에 의해 제안된 솔루션의 연속적인 평행없이, 
동시에 삼각 보간에 대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통의 병렬 구조 뿐 아니라 2×2 패치 어드레싱(고속 쌍일차 
보간을 허용하기 위해)과 상호 협력한다. 이를 목적으로, 상기 구조 메모리(41')는 2개의 메모리 뱅크, 
TRAM1 과 TRAM2로 분할되며 상기 시스템은 주어진 구조 피라밋의 2개의 인접 레벨에 대한 어레이 T, Li 
및 T, Li+1이 항상 다른 뱅크 TRAM1 과 TRAM2 에 기억되는 것을 보증한다.

상기 구조 장치 회로(49)는 DPU(28')로부터 신호 T, L, U 및 V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가진다. 상기 구
조 장치 회로는 페이지 위치와 논리 회로(PLLC)(50)를 포함하며 구조 확인 T를 수신하며 적어도 레벨 좌
표 L의 정수 부분 Li는 DPU에 의해 공급된다.

상기 PLLC(50)은 각각의 맵 T, Li 용으로 한정하는 정보를 기억하며 (i)뱅크 TRAM1 또는 TRAM2, 맵 T, 
Li가  기억되며,  (ii)  U  방향의 맵의 폭 W  (T,  Li)와 (ii)  베이스 어드레스 B(T,  Li)는 적당한 뱅크 
TRAM1 또는 TRAM2 에서 선형으로 기억된 어레이의 시작을 가르킨다.

일반적으로, 상기 PLLLC(50)는 상기 구조 피라밋 T로 레벨 Li 및 Li+1로 좌표 쌍(U,V)에 대해 텍셀 데이
타를 어드레스하도록, 각각 메모리 뱅크 TRAM1과 TRAM2에 응용하기 위해 선형 어드레스 A1과 A2를 발생
하는 것을 인에이블하는 회로(49)의 리마인너에 대해 맵 T, Li와 T, Li+1 용으로 기억된 데이타를 공급
한다. 이들 선형 어드레스에 대한 일반식은 아래와 같다.

및

어드레서 A1=A(T, Li)또는 A(T, Li+1)이고, 상기 2개의 맵 T, Li 및 T, Li+1 각각은 메모리 뱅크 TRAM1
에 기억되고, 유사하게 어드레스 A2=A(T, Li+1) 또는 A(T, Li)에 의존한다. 위의 식에서, SU(T, Li) 및 
SV(T, Li)는 각각 U- 및 V-방향으로 피라밋 T에서 가장 큰 맵(T, O)에 대하여 맵 T, Li의 차원에 관계하
는 일반화된 스케일 계수를 표시한다.

공지된 시스템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어드레싱 하드웨어는 스케일링 계수 SU(T, Li) 및 SV(T, Li)가 
예를 들어 L 및 T의 모든 값에 대해 식 SU=SV=2Li 에 의해 한정된 2개의 파워에 대해 제한되는 경우에, 
상당히 단순화 된다. 상기 하드웨어의 다른 단순화는 예로 폭 인덱스 W(T, Li)와 식 W(T,Li)=2 W(T,Li)
에 의해 한정된, 2개 텍셀의 파워되는 맵의 폭 값 W제한에 의해 MIP맵 시스템으로서 얻어진다. 이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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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순화된 특징은 제3도에 도시된 구조 장치 회로 49에 상호 협력된다. 이들 한정은 스퀘어 뿐 아니라 
직각 맵을 허용하여 위에서 주어진 더욱 일반적 수식의 하드웨어 실행은 요구된 경우에 구성된다. 상기 
일반식은 또한 예로, 삼각 또는 사다리꼴 구조와 같이, 선형 또는 심지어 비선형 수단으로 V방향의 맵에 
교차를 변화시키기 위해 U-방향의 폭 W발생에 의해, 다른 형태의 효과적 기억을 허용하기 위해 일반화된
다.

도입된 이들 제한은 하드웨어를 단순화하기 위해 실행되며, 새로운 식은 단순화된 하드웨어로 변환하기 
위해 유도된다. 이들 공식들이 하기에 주어져 있으며, 심볼 → 및 ←는 각각 2진 우측 이동 (분할) 및 2
진 좌측 이동(배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컨대 포현식 (U→L1)i는 L1 비트 위치만큼 우측 이동을 행하므로써 값 U이 정수부, 다시 말해
서 U 및 2L1을 표시한다.

A1=(U→L1)i+((V→L1)i←W1)+B1

(여기서, L1=Li 또는 Li+1 그리고 W(T,L1)=2
W1
이다).

A2=(U→L2)i+((V→L2)i←W2)+B2

(여기서 L2=Li+1 또는 Li 그리고 W(T,L2)=2
W2
이다)

A1 및 A2에 대한 상기 공식의 하드웨어 실시를 보이는 제3도에서, PLLC(50)는 TRAM1 과 TRAM2에 각각 어
드레스될 맵의 쪽 및 기본 위치를 확정하는 값 W1,B1,W1 및 B2를 공급하는 출력을 갖는다. PLLC(50)는 
또한 구조 메모리 뱅크 TRAM1이 맵 T,Li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T, Li+1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값 0 또는 
값 1을 취하는 2진 신호 SWI1을 발생시키는 한편 구조 메모리(41')의 다른 뱅크 TRAM2와 관계하여 해당 

표시를 제공하는 상보 신호 를 발생시킨다.

구조 관리 회로(49)에서, DPU(28')에 의해 발생된 값Li로부터 값 Li+1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산기(51)가 
제공되어 있다. 멀테플렉서(52)는 논리 신호 SWI1에 응답하여, 뱅크 TRAM1에 기억된 맵은 대한 레벨 좌
표 L1이 발생되도록 Li 또는 Li+!을 선택한다. 또 다른 멀티플렉서(53)는 상보 논리 회로 SWI2에 응답하
여,  뱅크  TRAM2에  기억된  맵에  대한  레벨  값  L2가  발생되도록  Li  또는  Li+1을  선택한다.  제1우측 
이동(54)은 레벨 좌표 L1에 응답하여, DUP(28')에 의해 발생된 좌표쌍 U, V 중 좌표를 수신하고, 제1의 
스케일링 된 U 좌표 U1=U→L1을 발생시킨다. 제2우측 이동(53)는 레벨 좌표 L1에 응답하여, V좌표를 요
청하고, 제1의 스케일링된 V좌표 V1=V→L1을 발생시킨다. 제3및 제4우측 이동(56 및 57) 역시 각각 U좌
표 및 V좌표를 수신하는 한편, 레벨 좌표 L2에 응답하여 구조 메모리(41')의 제2뱅크 TRAM2에 기억된 맵
에 대한 제2의 스케일링된 U및 V좌표가 발생되도록 한다.

스케일링된 좌표 U1, V1, U2, 및 V2는 모두 이들의 정수부 U1i등 및 이들의 분수부 U1f등을 제1및 제2좌

측 이동(58 및 59)은 각각 스케일링된 V 좌표 V1 및 V2의 정수부 V1i및 V2i를 수신하는 한편 각각 폭 지

수 W1 및 W2에 응답하여 각각 값 2
W1
.V1i 및 2

W2
.V2i이 발생되도록 하는바, 여기서 2

W1
및 2

W2
는 각각 뱅크 

TRAM1 및 TRAM2에 기억된 맵의 폭을 나타낸다.

가산기(60)는 제1의 스케일링된 U좌표 U1의 정수부 U1i를 제1좌측 이동(58)에 의해 발생된 값 2
W1
.V1i에 

가산하여 제1의 선형 옵셋 어드레스 I1이 발생되도록 한다. 또다른 가산기(61)는 제1의 옵셋 어드레스 
I1을 PLLC(50)에 의해 발생된 제1맵 기본 어드레스 B1에 가산하여, 구조 메모리(41')의 제1뱅크 TRAM1으
로 인가될 제1선형 텍셀 어드레스 A1이 발생되도록 한다. 추가의 가산기(62) 역시 마찬가지로 값 U2i와 

값 2
W2
.V2i를 가산하므로써 제2선형 옵셋 어드레스 I2를 발생시키며, 또 다른 가산기(63)는 제2선형 옵셋 

어드레스 I2를 PLLC(50)에 의해 발생된 기록 맵 기본 어드레스 B2에 가산하여 구조 메모리(41')의 제2뱅
크 TRAM2로 인가될 제2선형 텍셀 어드레스 A2가 발생되도록 한다. 값 V1i(또는 V2i)의 비트는 일단 이동
되면 값 U17(U27)의 비트와 겹치지 않으므로, 가산기 (60 및 62)는 간단한 OR-게이트로 실시될 수 있다.

구조 메모리 뱅크 TRAM1 및 TRAM2 각각은 병렬로 어드레스될 수 있는 4개의 부분 A, B, C 및 D로 분할된
다. 소정 맵을 확정하는 텍셀 값은 제2도에서 각 텍셀 값(검은색원) 옆에 문자 A, B, C또는 D를 붙혀 예
시한 바와 같은 소정 패턴에 따라 적절한 메모리 뱅크 (TRAM1 또는 TRAM2)의 4개 부분 사이에 분포되어, 
2×2 패치 텍셀의 병렬 어드레싱이 가능하게 된다. 예시된 패턴에서, 우수의 텍셀 라인(V우수)에 있는 
텍셀 값들이 부분 A와 B사이에 번갈아 기억된다. 기수 라인(V기수)에 있는 텍셀값들은 부분 C 및 D에 번
갈아 기억된다.

이러한 패치의 어드레싱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어드레스 포트(64)는 가산기(61)의 출력으로 
부터 선형 텍셀 어드레스 A1을 수신함과 아울러 패치의 텍셀 값(U,V),(U+1,V),(U,V+1),(U+1,V+1)이 4개
의 대응 판독 포트 65A-65D를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됨에 응답하여 4개의 메모리 TRAM1A-TRAM1D로 각각 인
가되게 될 4개의 어드레스 A1A-A1D를 발생시킨다.

정확한 4개의 어드레스 A1A-A1D의 발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포트(64)는 제1의 스케일링
된 좌표쌍 U1,V1의 정수 부분의 최하위 비트 U1i1SB, V1i1SB를 수신하는 바, 이는 U1과 V1이 각각 기수
인지 아니면 우수인지를 확정한다. 피치 어드레싱 하드웨어 64, 65A-65D의 세부적인 설계와 관련하여, 
이는 디지탈 비디오 영상을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의 예가 ESD 소속의 
Joel H. Dedrick 가 쓴 논문(1987 년 8월호 The Electronic System Design Magazine 의 페이지 81-85에 
수록됨) Transforming Digital Images in Real Time의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공지된 하드웨어로부
터의 하나의 차이점은 제3도에 보안 시스템에서 텍셀 어레이의 선형저장이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2-D 

어드레스 가능 프레임 저장 메모리르 사용하고 있는 Dedric
k
의 회로에서, 유닛 값 0001 이 수식 좌표(Y')

에 가산되어 영상의 다음행(Y'+1)에 있는 텍셀값이 어드레스된다. 그러나, 제3도의 회로에서 어레이의 

폭 W(T.Li)=2
W1
은 선형으로 기억된 구조맵의 다음행 V1+1에 대한 텍셀 값이 정확히 어드레스되도록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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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A1에 가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어드레스 포트(64)는 또한 뱅크 TRAM1에 기억
된 맵용의 PLLC(50)에 의해 발생된 폭 지수 W1을 수신한다.

유사한 패치 어드레스 포트(66)가 구조 메모리(41')의 제2뱅크 TRAM2에 제공되며, 제2선형 어드레스 A2, 
우수/기수 인디케이터 U2i1sb,  V2i1sb및 제2폭 지수 W2를 수신한다. 포트(66)는 4개의 대응판독 포트 
67A-67D를 갖는 제2구조 메모리 뱅크 TRAM2의 각 부분 A-D에 인가되는 패치 어드레스 A2A-A2D를 발생시
킨다.

패치 어드레스 A1A-A1D 및 A2A-A2D를 발생시키는 데는 여러가지로 선택적인 배열들이 적합할 수 있다. 
예컨데, 단일 선형 어드레스 A1을 발생 및 확장시커 어드레스 A1A-A1D가 형성되도록 하는 대신에, 패치 
어드레싱 함수를 선형 어드레스 발생 함수로 적분하여 좌표 L1, U1 및 U1으로부터 직접 어드레스 A1A-
A1D 각각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더 장점적일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일부 성분들은 4곱으로될 필요
가 있지만은, 다른 성분들은 어드레스 A1A-A1D중 적어도 두개의 발생에 기여한다. 또한, 보다 큰 패치들
이 병렬 메모리 및 적합한 포트로 어드레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뱅크 TRAM1의 판독 포트 65A-65D로부터의 4개의 텍셀값이 제1쌍일차(2-D)보간기 BIL1에 공급되며, 이 보
간기 또한 제1의 스케일링된 좌표쌍 U1, V1이 분수부 U1f 및 V1f 를 수신한다. 쌍일차 보간기 BIL1은 제1

의 쌍일차 보간된 텍셀 값 MOD1이 발생되도록, 어드레스 A1A-A1D(쌍을 이루는 정수부 U1i 및 V1i로부터 

유도됨)에 의해 어드레스된 패치에 4개의 텍셀 값을 결합한다. 뱅크 TRAM2의 판독 포트 67A-67D로부터 
나오는 텍셀값은 마찬가지로 제2쌍일차 보간기 BIL2에 인가되며 이 보간기 또한 제2의 스케일링된 좌표
쌍 U2, V2의 분수부 U2f및 V2f를 수신함과 아울러 제2의 쌍일자 보간 텍셀 값 MOD2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맵 T.Li로부터 유도디고 다른 하나는 맵 T.Li+1러부터 유도되는 두개의 쌍일자 보간 값 MOD1 및 
MOD2가 선형 보간기 LINT에 인가된다. 보간기 LINT는 DPU(28)로부터 수신된 레벨 좌표 L의 분수부 Lf로 

결정되는 비율로 값 MOD1 및 MOD2를 결합하여 피라밋 좌표 L, U및 V용의 삼선보간 변조 값 MOD가 발생되
도록 한다. 공지된 장치(제1도)에서와 같이, 변조값 MOD는 DPU(28')에서의 추가의 처리를 통해 직접(도
트 경로 42) 또는 간접으로 픽셀 칼러 값 COL의 변조를 일으키는데 이용된다.

텍셀 값 MOD가 칼러를 확정하는 곳에서, 각각의 텍셀값이 R,G 및 B와 같은 세개의 칼러 성분 값으로 구
성되며 보간기 BIL1, BIL2 및 LINT 는 실재로 각가 3개의 보간기로 구성되어, 일부 다른 양식으로 3성분 
보간을 수행할 수 있다.

제3도에 보인 하드웨어는 또한 제1및 제2 피드백 경로(70 및 72)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메모리 뱅크 
TRAM1으로부터 나오는 쌍일자 보간 값 MOD1이 구조 메모리(41')의 제2뱅크 TRAM2의 기록 포트(71)내로 
인가되며, 제2뱅크 TRAM2로부터 나오는 값 MOD2가 제1뱅크 TRAM1의 기록 포트(73)내로 인가될 수 있다. 
DPU(28')에 의해 공급되는 논리 신호 FB는 '1' 상태에서 피드백 경로가 활성화됨을 나타낸다. AND 게이
트(74,75)는 신호 FB와 PLL(50)에 의해서 각각 발생된 논리 신호 SWI1과 SWI2를 결합하여, 각각 한쌍의 
논리 신호 FB1 및 FB2가 발생되도록 한다. 두개의 멀티플렉서(76 및 78)가 각각 신호 FB1=1 및 FB2=2 에 
응답하여, 각각 FB AND SWI1=1또는 FB AND SWI2=1일때 제1피드백 경로(70)또는 제2피드백 경로(27)를 완
성한다. 다른 모든 시간에 멀티플렉서(76)또는 (78)은 해당 기록 포트(71)또는 (73)을 버스(18)를 통해 
CPU(14)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드백 경로(70,72)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지만은 당분간 이 
피드백 경로가 비활성(FB=0)인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제4도는 선형 메모리 뱅크 TRAM1 및 TRAM2 에 기억된 3부분 피라밋 구조맵(T=1, 2, 3)을 보인 것으로써, 
삼선 보간시 필요로 되는 모든 텍셀값에 병렬 엑서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각 메모리 뱅크는 각각 선형 
물리적 어드레스 공간(A1) 또는 (A2)를 구성하고 있다. 맵 T의 레벨 Li에 대한 텍셀값의 2-D어레이(맵)
는 PT.Li로  표시되는 데이타 페이지로서 선형 형태로 기억된다.  구조 1은 4개의 페이지 P1.0,  P1.1, 
P1.2, P1.3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은 이런 페이지의 선형 사이즈에 1/4이 된다. 페이지 P1.0이 뱅크 
TRAM1에 기억되고, 페이지 P1.1은 뱅크 TRAM2에 그리고 P1.2는 뱅크 TRAM1에 기억되는바, 많은 레벨들이 
번갈아 기억된다. 제2구조(T=2)는 뱅크 TRAM1과 TRAM2 사이에서 교대하는 3개의 페이지 P2.1 내지 P2.3
으로서 기억되는바, 이들 각각은 제5도를 참조로 하기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페이지 테마를 메모리 PTAB
에서 대응 엔트리를 갖는다. 최고 레벨 페이지 P2.0이 존재하지 만은 이것이 예시된 시간에는 필요로 되
지 않으므로 구조 메모리에 기억되지 않게 되어, 필요로 되는 다른 맵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
유 공간(음영 표시)이 유효하다. 사실, 제4도에 보인 메모리 맵은 각종 구조 피라밋의 여러 레벨을 형성
하는 많은 맵들이 로딩 및 사용되어 해당 구조들이 그러한 고(또는 저) 해상도에서 필요로 되거나 또는 
필요로 되지 않을 경우 삭제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비록 구조 메모리(41')의 뱅크 TRAM1 와 TRAM2가 수
용할 수 있는 데이타 보다 더 많은 텍셀 데이타가 필요로 되지만은 적어도 하나의 저해상도 맵이 로드되
어 공간이 유효하게 될 때까지 보간될 수 있다. 선형 구조 메모리의 이와 같은 강등(degradation)특성은 
구조 피라밋이 모든 레벨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또는 그렇지 않은 공지된 2-D MIP 맵 메모리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제3구조(T=3) 역시 TRAM1과 TRAM2 사이에서 교대하면서 3개의 페이지에 로드되지만은 페이지 P3.0은 제3
구조를 정의하는데 세부 사항이 거의 필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첫번째 두구조의 Li=0 페이지보다 적다. 
이는 구조 메모리 용량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바, 종래의 MIP 맵과 비교가 된다.

제5도는 제3도의 페이지 위치 설정 및 논리 회로 PLLC(50)내에 도트로 표시된 페이지 테이블 메모리 
PTAB의 내용을 보인 것으로써, 소정 이레이 T.Li가 메모리에서 발견될 수 있게 된다. 각 구조의 각 페이
지 PT.Li용 페이제 테이블에 엔트리가 있다. 각 엔트리에 있는 제1아이템은 페이지가 뱅크 TRAM1에 기억
되어 있는지 또는 뱅크 TRAM2에 기억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값 1 또는 0을 택하는 단일 비트 값 

이다. 그러므로, 이 비트 값은 논리회로 PLLC가 신호 SWI1 및 SWI2를 발생시키도록 하여, 
제3도와 관계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 A1 및 A2의 발생이 제어되게 된다.

테이블의 각 엔트리에 있는 제2아이템은 맵 T.Li의 폭 지수이다. 페이제 P1.0은 텍셀이 2
W
=29=512로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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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을 포함하고, 페이지 P1.1은 택셀이2
8
-256으로 넓은 맵을 포함하며, P3.1은 택셀이 2

7

=128로 넓은 맵을 

포함한다. 각 엔트리에 있는 제3아이템은페이지를 갖는 텍셀값이 기억되기 시작한느 메모리 (TRAM1 또는 
TRAM2)에서 베이스 위치 B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제3도에서,  페이지  P1.0등을  형성하는  텍셀값의  어레이는  도시된  바와  같이  CPU(14)에  의해서 
버스(18)와 기록 포트(71,73)를 통해 메모리 뱅크 TRAM1 및 TRAM2에 기억될 수 있다. CPU(14)로 하여금 
(i) 텍셀 데이타의 어떤 새로운 페이지가 구조 메모리의 비사용 부분에 기억되게 하고(ii) 소정 피라밋
의 각 교대 레벨이 각기 다른 뱅크 TRAM1 또는 TRAM2에 기억되도록 하고 그리고 (iii) PLLC(50)에서의 

페이지 테이블 PTAB가 소정값  W및 B와 같은 시간에 로드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일 새로운 구조용 단일 블럭에서 충분한 공간(아마도 P2.0이 로드됨)이 유효하지 않으면, 비사용 영역
을 충분히 큰 영역내로 모으기 위한 개비지 모음 동작이 실행될 수 있다.

모든 피라밋 구조 어레이들은 디스크 스토이(20) 또는 주메모리(24)의 데이타 베이스에 기억되며, 각종 
2-D레벨 어레이(맵)들은 필요로 되는 소정 구조 메모리에 있는 스패어 위치에 전송된다. 그러나, 피드백 
경로(70,72)의 프로비젼은 쌍일점 보간기 BIL1 또는 BIL2가 하기에 설명하는 방식에서와 가이 필터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버스(18)를 통해 로드되는 단일의 고해상도로부터 일련 레벨의 맵이 발생되게 
된다. 이것은 패치 어드레싱 및 보간을 갖는 하드웨어가 CPU(14)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루틴인 종
래이 것보다 더 빠른 필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점을 지닌다.

제6도는 기존 쌍일점 보간기로 발생된 피드백 값을 이용하여, 구조 메모리(41')의 한 뱅크에 미리 기억
된 맵 T.Li로부터 필터링된 맵 T.Li+1을 발생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동작 시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먼저, 단계(80)에서, CPU(14)는 페이지 테이블 PTAB에 있는 소정값 (T.Li+1),  W(T.Li+1) 
및 B(T.Li+1)를 PLLC(50)내에 로드하므로써, 페이지 PT.Li+1용의 구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다.

다음으로, 단계(82)에서, DPU(28')는 소정 피드백 경로(70 또는 72)가 활성화되도록 논리 신호 FB=1을 
세트한다. 단계(84)에서, DPU(28')는 필터링 공정시 선형 보간기 LINT로 발생되는 임의 값 MOD가 부시되
도록 한다. 단계(86)에서, DPU(28)는 값 U0, V0 및 부분 미분들이 요망하는 필터링된 값을 발생시키도록 

정해짐으로써 다각형을 그리게 된다. 제2도에서, 필터링된 캡 T.Li+1의 택셀 위치가 원형 십자( )로 표

시되어 있다. 이들 텍셀 위치로 보간된 값들이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 시작 위치는 (U0,V0)=(1/2,1/2)이 

되며 부분 미분은

가 된다.

단계(88)에서, DPU(28')는 영상 다각형을 그림과 아울러 소오스 맵 T.Li가 뱅크 TRAM1 또는 TRAM2에 기
억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쌍일점 보간기 BIL1 또는 BIL2의 출력에 요망되는 필터링 값 MOD1 또는 MOD2
의 자동적인 발생을 일으킨다. 동시에, 논리 신호 FB=1, 그리고 SWI1=1 또는 SWI2=1, FB1=1 또는 FB2=1 
및 멀티플렉서(76,78) 하나가 작동되어 적절한 피드백 경로(70) 또는 (72)가 완성된다.

제6도의 과정이 만일 필요하다면 모든 피라밋형 어레이가 단일하게 외부로 발생되는 고-해상도 어레이로 
부터 표시 처리기내에서 발생될 때까지 교대로 피드백 경로(70 및 72)를 사용하기 위하여 점선에 도시된 
것처럼 단계(90)에서 레벨 좌표 L이 증대되도록 반복될 수 있다. 상이한 스케일링 팩터가 가능하고 실시
예에서 비대칭 맵 예를 들어 정사각형 맵으로부터 직사각형 맵을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비대칭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기술에  숙련된  사람은  알  수  있다.  특수한  예로서, 

 로 인한(U0,V0)=(0,0)의 사용은 구조 메모리의 한 뱅크로부터 다른 
뱅크로 맵의 텍셀-포 텍셀(texel-for-texel) 전송을 제공한다. 그런 전송은 상술된 :개비지 모음 동작에 
유용하다.

상기 표시 처리기 하드웨어가 구조 어레이의 고속 어드레싱을 위하여 이미 전문화되어 있고 상기 하드웨
어는 2×2패치 어드레싱 하드웨어, R, G 및 B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병렬로 설치된 보간 하드웨어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맵 필터링 및/또는 전송하기 위한 구조 매핑 하드웨어 자체의 이용이 호스트 컴
퓨터를 동작사키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래의 방법보다 장점이 있다. 본 장치에서 2-D어레이를 필터링 
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단일 즉 유사한 크기의 다각형을 부가할 때와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 장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시스템이 수백 또는 수천의 다각형을 이미 각 영상 프레임에 부가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시 뚜렷한 손실 없어 실-시간에서 일반적으로 흡수되는 오버헤드이다. 

본 실시예로 서술된 맵 크기 등의 제한은 예를 들어 상기 PLLC(50)의 구성을 간단히 하고 복잡한 멀티플
렉서 대신에 비트 이동기(54 내지 59)의 사용을 허용한다. 이들 제한은 구조 메모리에 새로운 페이지의 
스페이스 분배를 또한 간단히 한다. 그러나 명백히, 본 디자인은 이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의 변화가 가능하며 그것이 이하에 열거될 것이다. 예를들어, 폭 인덱스 W는 만일 맵의 폭이 항상 2
N-Li

이

라면 개별적으로 저장될 필요는 없으며, 여기서 2
N
은 최대 크기의 허용맵이다. 따라서, 구조 T=3의 가장 

높은 레벨은 단지 256텍셀 넓이인 제4도 및 5도의 예에서, 폭 인덱스는 만일 페이지 P3.0 이 P3.1로 교
체되면 제거될 수 있으며, Li=1를 갖는 모든 맵이 W=8(폭=256)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Li=0
을 갖는 보다 큰 맵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비대칭적으로 필터화된 맵에 대한 요구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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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두 레벨값 LU 및 LV 가 공급되며, Z
N-LVT

열에 의해 Z
N-LVT

 텍셀의 사전 저장된 맵을 식별한다. 

허용되는 다른 변화는 본 기술에 숙련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며, 그들은 또한 상기 변화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관리 회로의 구성에서 변화를 또한 쉽게 알 수 있다.

본 기술에 숙련된 사람들이 본 공고를 읽음으로서 다른 변화 역시도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설계, 제조 및 전자 그래픽 시스템 사용시 이미 공지되어 있는 다른 특색을 포함하며, 구조 매핑 하드웨
어 및 그것의 성분 및 상기 변화는 이미 여기서 서술된 특색 대신 또는 추가하여 사용된다. 비록 청구 
범위가 본 출원에서 특수한 특색을 겹합하여 형성될지라도, 본 출원 공고 영역은 어떤 새로운 특색 또는 
여기서 공고되어 그것의 어떤 일반성을 설명 또는 의미하는 어떠한 새로운 특색의 결합을 또한 포함하
며, 어느 청구항에 현재 청구된 것과 동일한 발명에 관계하는지 및 본 발명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
술적 문제를 어느 정도 또는 모두 해결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본 출원인은 본 출원 또는 어떤 추
가적인 출원의 시행동안 새로운 청구항이 상기 특색 및/또는 상기 특색과 결합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차원(2-D) 구조좌표쌍과 관련 레벨 좌표를 수신하는 피라밋형 좌표 입력부; 및 상기 수신된 자표쌍과 
레벨 조표로부터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는 피라밋형 구조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시키는 회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 어드레스는 선형(1차원) 어드레스이며, 상기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수단이; 선형 어드레스 공간에 애응하는 텍셀값들의 어레이를 위치 설정하는 정보를 상기 수신된 레벨 
좌표로부터 발생시키는 페이지 위치 설정 수단; 및 상기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2-D 구조 좌표쌍과 레벨 좌표를 선형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는 구
조 어드레스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
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위치 설정 수단은 ; 다수의 서로 다른 어레이를 위치 설정하기 위해 미리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 및 상기 수신된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저장한 다음 수신된 
레벨 좌표에 응답하여 재생하는 페이지 테이블 메모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
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위치 설정 수단에 의해 발생된 페이지 위치 정보는 상기 대응 어
레이에 대한 선형 베이스 어드레스 및 폭값을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 어드레스 변환기는 ; 2-D 구조 좌표쌍과 상기 폭값 및 레벨 좌표를 결합시켜 
선형(1차원) 옵셋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옵셋 발생 수단; 및 상기 발생된 옵셋과 상기 베이스 어드레스
를 결합시켜 선형-어드레스 구조 메모리에 인가하기 위한 선형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
키는 선형 어드레스 발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
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옵셋 발생 수단은 상기 레벨 좌표에 의해 규정된 스케일링 팩터에 따라서 두개의 
가상 구조 좌표를 스케일링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링 팩터는 2의 자승이며, 상기 스케일링 수단은 2-D 구조 좌표 각각에 대한 
2진 표시를 레벨 좌표로 정의된 다수의 플레이스(place)로 비트-시프팅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
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7 

제5항 또는 6항에 있어서, 상기 옵셋 발생 수단은 상기 스케일된 2-D 구조 좌표중 하나를 상기 폭값과 
승산하고 상기 승산된 값을 다른 스케일된 2-D 구조 좌표에 가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
로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폭값은 2의 자승이며, 상기 승산 수단은 하나의 스케일된 좌표의 2진 표시를 상기 
즉 페이지 위치 설정 수단으로부터 수신된 폭 인덱스로 정의된 다수의 플레이스로 비트 시프팅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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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 2항, 4항, 5항, 6항 또는 8항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동일한 레벨 좌표에 대응하지만 옵셋된 2-D 
고조 좌표쌍을 갖는 모든 n+1 몰리적 어드레스 그룹을 형성하는 추가 n(n=2 이상) 물리적 어드레스를 상
기 수신된 좌표쌍으로부터 발생시켜 저장된 어레이에서 n+1 텍셀값의 패치의 병렬 어드레싱을 허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10 

제1항, 2항, 4항, 5항, 6항 또는 8항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한 2-D 구조 좌표쌍(또는 n+1 구
조 좌표쌍들이 그룹)에 대응하지만 옵셋된 레벨 좌표를 갖는 추가 물리적 어드레스(또는 n+1 물리적 어
드레스 그룹)를 수신된 레벨 좌표로부터 발생시키는 수단 ; 및 상기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물리적 어드레스(들) 및 추가 물리적 어드레스(들)를 두개의 분리 병렬-어드레스 가능한 구조 메모
리 뱅크 각각에 인가하는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밋형 구조의 좌표를 전자 표
시 장치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회로 장치.

청구항 11 

목적 원시 데이타 및 구조 정의를 저장하기 위한 관련 메인 메모리를 갖는 호스트 처리기 및 관련 표시 
메모리 및 구조 메모리를 갖는 표시 처리기를 구비하는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각각
의 레벨 좌표값으로 정의된 적어도 두개의 해상도 레벨로 소정 2-D 변조 패턴(구조)을 나타내는 텍셀값
들의 복수 2차원(2-D) 어레이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피라밋형 어레이 또는 부분-피라밋형 어레이의 
텍셀값을 구조 메모리에 저장하는 수단 ; 및 상기 구조 메모리내의 피라밋형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텍
셀값에 따라서 어떤 변조 패턴이 목적 원시 데이타에 인가되는가의 표시를 포함하여 목적 원시 데이타를 
표시 처리기에 공급하는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표시 처리기는 표시 메모리에 인가하기 위한 일련의 픽
셀 어드레스와 상기 관련 레벨 좌표를 각각 대응하는 일련의 2-D 구조 좌표쌍을 목적 원시 데이타로부터 
발생시켜 관련 레벨 좌표에 의해 정의되는 해상도의 한 레벨 또는 레벨들에서 목적 원시 데이타로 상기 
저장된 변조 패턴을 매핑하는 수단 ; 제 2-D 구조 좌표쌍과 관련 레벨 좌표를 각각 수신하여 이로부터 
구조 메모리에 인가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는데. 상기 구
조 메모리가 선형적으로 어드레스된(1차원)구조의 메모리를 포함하며, 피라밋형 또는 부분-피라밋형 텍
셀값의 어레이를 저장하는 수단이 구조 메모리에 각각의 2-D 어레이를 선형으로 저장하는 수단, 및 구조 
메모리에 각각의 어레이를 위치 설정하기 위한 페이지 위치 설정 정보를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수단은 상기 수신된 구조 좌표쌍과 레벨 좌표를 선형
의 물리적 구조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시키도록 배열되어 있는 선행항에 청구된 바와 같은 회로 장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선형 구조 메모리는 n+1 병렬-어드레스된 메모리 (n=2 또는 2 이상)로 분할되며, 
상기 회로 장치는 제9항에 청구된 바와 같은 것이며, 상기 텍셀값 저장 수단은 저장된 텍셀값들을 인터
리브식으로 n+1 메모리들 사이에 분배하여 상기 회로 장치에 인가된 각각의 2-D 좌표쌍에 대하여 2-D 패
치 텍셀들에 대한 텍셀값들을 병렬로 판독하며, 상기 표시 장치는 2-D 고조 좌표쌍의 일부분에 응답하여 
2-D 패치의 텍셀값들을 단일 보간에 결합시키는 2-D 보간 수단을 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피라밋형 어레이의 부분으로서 주조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텍셀값들의 2-D 어레이를 
발생시키고 게통을 판독하므로써, 상기 피라밋형 어레이의 제1레벨을 형성하는 사전 저장된 2-D 어레이
내의 텍셀값의 2-D 보간을 발생시키는 수단과, 상기 최종 보간된 텍셀값들을 상기 메모리에 (선형으로) 
저장치켜 상기 피라밋형 어레이의 제2의 낮은 해상도 레벨을 형성하기 위한 2-D 어레이 텍셀값들을 형성
시키는 피드백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4 

제11,12 또는 1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 메모리는 분리된 제1및 제2선형 어드레스 가능한 
구조 메모리 뱅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텍셀값 저장 수단은 상기 제1및 제2구조 메모리 뱅크에 교대
로 소정 피라밋 또는 부분-피라밋 어레이의 연속 레벨들을 형성하는 2-D 어레이를 저장하도록 배열되어 
있고, 상기 회로 장치는 제10항에 청구된 바와 같은 것이고, 상기 제1 및 제2구조 메모리 뱅크에 물리적 
어드레스(들) 및 부가의 물리적 어드레스(들)을 인가하여 소정 피라밋 어레이의 두개의 인접 레벨에 대
한 텍셀값들을 병렬로 판독하도록 배열되어 있고, 상기 표시 장치는 레벨 좌표의 일부에 응답하여 두 레
벨로부터의 텍셀값을 단일 보간 텍셀값에 결합시키는 보간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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