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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의 3차원 객체로부터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장치 및 방법과 그를 이용한 비디오 디스플
레이 시스템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수의  3차원  객체로부터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장치  및  방법과  그를  이용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
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3차원 픽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구조의 기능적 블럭도.

제2도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3차원 영상의 개략도.

제3도  및  제4도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상에서의  픽크  동작의  실시에  대한  다른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5도는 픽크 동작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6도는 상이한 심도의 다수의 기본요소가 존재하는 픽크 윈도우를 도시하는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2 : 레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

3 : 프레임 버퍼 RAM4 : D/A 컨버터

7 : 윈도우 평면 RAM8 : 마스킹 평면 RAM

9 : Z버퍼 RAM20 : 픽크 평면 RAM

18 : 객체 경계 데이타 메모리19 : 픽크 윈도우 경계 데이타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a  graphics  display  system)의  사용자와  이 시스템
의  비디오  디스플레이(a  video  display)상에  묘사되는  정보  사이의  인터페이스(an  interface)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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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특히  프레임  버퍼(a  frame  buffer)를  기반으로  한  그래픽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상에 
3차원으로  디스플레이되는  가시객체중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2차원  래스터  주사  디스플레이  스크린(a  two  dimensional  raster  scan  display  screen)상에  3차원 
그래픽 영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종래의 경우에는 래스터 디스플레이의 동기화된 주사(raster 
display  synchronized  scanning)를  위한  최종  영상(final  image)을  저장하기  위해  프레임  버퍼를 사
용하였다.  이러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구조는  윈도우  정보(window  information),  일반  마스킹 정보
(general  masking  information)  및  Z버퍼  정보(Z  buffer  infomation)를  각각  저장하는  다수의 메모
리(a  number  of  memories)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미합중국  특허  제4,609,917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내용에  따르면,  프레임  버퍼는  비디오  디스프레이상에  동기적으로  주사되고 변환
되어  표시되는  영상  정보를  화소  위치(pixel  position)에  의해  저장한다.  프레임  버퍼내의  정보는, 
프로세서에  의한  3차원  객체의  생성,  Z버퍼를  참조하여  프레임  버퍼내로  객체  또는  그의  가시부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심도  비교(depth  comparisons),  윈도에  대한  객체의  클리핑(clipping)  및 
일반  마스크(general  masks)에  대한  객체의  클리핑  등을  포함하는  수  많은  데이타  조작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프레임  버퍼내에  존재하는  2차원  영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이  생성된 3차
원 객체에 직접 되관련(related back)될 수 없다.

최초의  객체와  프레임  버퍼내이  화소  데이타  사이의  이러한  직접적인  대응관계의  결여는  대표적인 
그래픽 시스템의 구조에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는 종래의 경우, 각각의 객체를 경계 파라미터
(boundary  parameters)에  의해  정의하는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front  end  graphics  processor)와, 
이러한  객체  파라미터를  수신하여  그들  파라미터를  화소에  의한  데이타로  변환하는  래스터화 프로세
서(rasterization  processor)를  포함한다.  따라서,  3차원  객체는  래스터  주사  기준선(raster  scan 
referenced  lines)을  따라  화소  데이타로  변환된다.  래스터화  프로세서는,  윈도우  평면의  클리핑 효
과,  마스킹  평면에  의해  정의되는  경계,  또는  Z버퍼에서  다른  객체와  관련하는  3차원  객체의  화소에 
의한  가시성을  통합한다.  래스터화  프로세서는  마스킹  조건이  만족되고,  기입해야  할  객체의  화소가 
그  화소 위치에서 이전의 정보보다 큰  Z축  심도를 가지게 된  경우에만 화소 정보를 프레임 버퍼내로 
기입한다.

이와  같은  종래의  3차원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조  및  관련행은  '픽크(pick)'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픽크  동작은,  마우스  제어형  커서(a  mouse  controlled  cursor)나 비교가능
한  포인팅  장치(comparable  pointing  apparatus)를  이용하여,  비디오  디스플레이상에  가시적으로 표
시되는  객체를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래
스터화  프로세서에  의해  표시된  수  많은  객체중에서  어떤  것이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표시되어야 
할  가시  객체인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프레임  버퍼내에  전체  영상을 재표시(rerender)
하고  그렇게  하여  객체에  대한  커서의  대응관계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방
법은  비교적  복잡한  영상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대규모의  계산  노력과  픽크처리시  즉시성에  대한 사
용자의 기대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3차원 표시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픽크  동작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경우  발생하는  속도  지연의  문제점  이외에,  그래픽  시스템 하드웨
어에서  픽크  기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부가적인  문제점은,  프레임  버퍼내에 표시되
어  비디오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객체의  가시성을  픽크  하드웨어(pick  hardware)가  식별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종래에  구현된  픽크  하드웨어는  커서와  표시해야  할  객체간의  위치  대응관계를 식별하지
만,  객체가  가시인지  은닉되어  있는지에  관한  식별은  하지  않는다.  비록  현재  새로운  3차원  그래픽 
표준이,  픽크 동작이 픽크하는 즉시 가시 객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의 효율적인 구현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상에  재생된  3차원  영상내의  가시  객체를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로 식별
하도록 픽크 동작이 구현될 수 있는 그래픽 시스템 장치 및 방법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윈도우  평면,  마스킹  평면  및  Z버퍼가  결합하여  동작하므로써  3차원  영상을  표시하는 프
레임  버퍼에  기초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환경에서  픽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구조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가  객체의  정점  위치(vertex  locations),  색 
파라미터  및  Z-심도파라미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삼각형이나  사각형과  같은  객체의 기본
요소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할  객체를  정의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구조에  특히  적합하다.  이때  각 
기본요소에  대한  정보는  래스터화  프로세서내에서  조작되어  프레임  버퍼에  기입될  화소  데이타 라인
(line  of  pixel  data)을  발생한다.  레스터화  프로세서는  프레임  버퍼내로  기입해야  할  화소 데이타
가  현재의  작동  윈도우내에  있는가,  마스킹  동작을  받지  않았는가,  및  Z버퍼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
는 Z-심도 위치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가시가능한가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는  표시된  각  객체의  범위와  픽크 윈도
우의  위치를  비교한다.  범위가  중복되는  픽크  윈도우를  갖는  객체는  래스터화  프로세서에  의해 재표
시하기  위하여  식별된다.  재표시될  객체의  범위는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
된다.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된  객체  범위에  대한  정점  파라미터  데이타는  재표시와  위도우  및 마스
킹  제한(constraints)과의  비교를  위해  래스터화  프로세서로  보내진다.  래스터화  프로세서는  또한, 
전경  객체(foreground  objects)를  식별하기  위해,  Z버퍼를  사용하여  클리핑된  객체  범위의  재표시 
동안에,  가시성을  판정한다.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된  객체  범위의  가시성은  픽크  동작의  정련된 실
시에 있어서 백분율 또는 임계 표준치에 기초하여 수치화되고 비교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징은  이하에  기술된  상세한  실시예를  통하여  더욱  분명히  이해되고 충분
히 알게 될 것이다.

제1도는  3차원  그래픽  디스플레이  제어  시스템의  기능적  구조를  도시한다.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
(frontend  graphic  processor)(1)는  발생될  객체에  대한  하이  레벨  프로세서로부터의  요구를  수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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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당  객체를,  정점(vertex)에서의  색  및  3차원  위치  데이타에  의해  정의되는  예를  들면, 사각형
이나  삼각형의  다각형  기본  요소(polygon  primitives)로  분할한다.  이와  같은  정점으로  표시된  경계 
파라미터  정보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래스터  라인을  따라  개별화된  화소  데이타로  변환하는 래스
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rasterization  processor  and  display  controller)(2)로 보내
진다.  래스터화된  데이타는  VRAM형  프레임버퍼(3)내로  기입된다.  종래  방식에  의하면,  프레임 버퍼
(3)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속적으로  주사되며,  D/A컨버터(digital-to-analog converter)(4)(일바적
으로  RAMDAC로  알려져  있음)에  의해  주사  동기  RGB  비디오  칼라  데이타(scan  synchronized  RGB 
video  color  data)로  변환된다.  프레임  버퍼(3)는  전체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대한  칼라 데이
타를 화소위치에 따라 저장한다.

프레임  버퍼(3)내에  복합  영상을  최초로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내의  래스터화  프로세서에  제공되는  경계  파라미터  정보는  통상  기본요소의  연속적인 형태
로  보내진다.  가시성은  프레임  버퍼(3)내로  표시되는  선행  및  후속  객체의  화소마다의  Z심도에 의존
하므로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관습(convention)은  프레임  버퍼가  영상의 최
종 형태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의 최종 형태는 윈도우의 위치 및 형
태,  전경(foreground)  또는  배경(background)중  어디에  존재하는가와  같은,  표시되고  있는  연속적인 
객체의  상대적인  심도  및,  객체의  전체가  또는  일부가  가시가능한가를  판정하는  화정중에  넓은 의미
로  인가될  수도  있는  마스킹  기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가시가능하게  표시되는  프레임  버퍼내의  영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without  a  specific  audit 
trail) 다수의 객체 비교에 의해 얻어진 최종의 것이다.

프레임  버퍼(3)내에  저장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2도의  간단한  3차원  화상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6)상에  나타내어진  것으로서  생각하지.  전체적으로,  이  화상은  전경내의 자동차
와,  전경으로부터  배경으로  연장되는  도로와  배경내의  나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바퀴와 서스팬션(suspension)의 상세한 부분이 또한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영상내에서  다양한  객체를  형성하는  그래픽  객체의  기본요소가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로부터 래스
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로  보내진다.  래스터화  프로세서(2)는,  각각의  화소를 표시
하는  데이타를,  그  화소위치에  대하여  프레임  버퍼(3)내에  이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와  교체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분석한다.  여기에  도시되어야  하는  영상을  표시하기에  앞서서,  데이타는  각 
화소가  현재  할당된  윈도우의  번호를  나타내는  RAM(7)에  기입된다.  발생된  객체의  화소가  정의된 가
시  윈도우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RAM(7)에  저장된  이들  각종  윈도우  평면을  비교한다. 래
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에  의해  수평되는  다른  비교동작은  마스킹  평면 RAM(8)내
의  패턴에  관련된다.  여기서는  마스킹  동작이  새로운  화소  데이타를  프레임  버퍼(3)에  기입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는 
표시된 화소 정보의 Z심도를 Z버퍼 RAM(9)내에 저장된 Z심도와 비교한다.

프레임  버퍼에  저장된  영상  화소의  심도를  표시하는  데이타는  Z버퍼  RAM(9)에  화소위치에  따라 저장
된다.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는,  새로운  데이타가  전방,  즉,  이전에  저장된 데
이타보다도  전경에  존재하지  않는  한,  프레임  버퍼(3)에  새로운  화소  데이타의  기입을  금지한다. 프
레임  버퍼(3)내로  화소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에  의해 
수행되는  여러  논리적  상호작용으로부터,  프레임  버퍼(3)내의  데이타로부터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
린상에  생성된  영상간의  링크(link)는,  영상을  생성하는데  사용되었던  객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
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픽크  평면  RAM(20)은  이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픽크  동작 동안
의 표시에 사용된다.

객체  경계  데이타의  소프트웨어  조작에  의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상의  직졉  표시는,  현저히  더 느
린  속도에  의한  구현과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해상도가  더  높아짐에  따라  비례적으로  화소 수
(pixel counts)가 더욱 많아지려는 경향을 고려할 때, 실용적이지 못하다.

제1도에  도시된  구조는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한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에
서  필요한  기능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Texas  Instruments)에  의해  제조되는  TMS  320C30 장치로부
터  얻어질  수  있다.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TMS 
34010  또는  TMS  34020  장치에서  얻어지는  기능중  대표적인  것이다.  프레임  버퍼(3),  윈도우  평면 
RAM(7),  마스킹  평면  RAM(8),  픽크  평면  //(20)  및  Z버퍼  //(9)은  도시바(Toshiba)의  524-268 소자
와  같은  메모리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대표적인  D/A  컨버터(4)로  브룩트리사(Brooktree)의 BT461
이 있다.

본  발명은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  복합  영상내로  부터  객체를  신속하게 
선택  또는  '픽크(pick)'하는  방법  및  장치의  개량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픽크  기능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픽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대표적인 
현재의  3차원  구조에서,  픽크  동작은  두가지  문제와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첫째,  프레임  버퍼내의 
영상과  그  영상을  생성하는데  사용되었던  객체  사이에  직접적인  링크가  없다.  따라서,  프레임 버퍼
내의 화소 위치에 의해 사용자가 패턴을 선택하는 것은 그  패턴을 생성한 객체와 직접 관계가 없다. 
둘째,  다소  관련된  문제로서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가시  객체에  대해서만  픽크  동작을 제한하
는  것을  포함한다.  예컨대,  가시성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2도에  도시된  정방형  픽크 윈도우
(11)에  의해  수행되는  픽크(a  pick)는,  가시기능하고  디스플레이  하고자  하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도로,  나무,  완충기  또는  심지어  자동차의  축(axles)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픽크 효과를 제거한다.

첫번째  고려사항으로서,  본  발명은  프레임  버퍼(3)내의  데이타에  의해  표시되는  정보중  몇몇은  픽크 
윈도우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질  객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재생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  재생의 
정도(degree  of  regeneration)  및  재생  동작의  할당(allocation  of  the  regeneration  operations)은 
본  발명의  장점의  핵심적  사항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픽크  윈도우내로  연장된  객체에  대해서만 영
상의  재생이  행해지도록  한  구조  및  실행을  정의한다.  예를  들면,  제3도는  4개의  얽혀진  삼각형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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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으로  덮힌  큰  원(10)의  조합  위에  놓여진  픽크  윈도우(12)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픽크 
윈도우의  완전히  외부에  위치한,  예를  들면,  작은  원(13)과  같은  객체들은  재생될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하드웨어로  구현된  래스터화에  의한  영상의  재표시  속도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본 
발명은  또한,  재표시  기능에  필요한  동작을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와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
플레이  제어기(2)간에  적절히  할당하므로서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발명에  따른  픽크  동작은  전위  그개픽  프로세서(1)를  사용하여,  객체의  범위를 픽
크  윈도우에  클리핑하고  이와  같이  클리핑된  객체  범위를  래스터화  프로세서(2)를  사용하여 재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제4도의  픽크  윈도우(12)는  매우  큰  직사각형  객체(16)와  작은  원형  객체를  포함하는 것
으로  도시되어  있다.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에  의한  객체(14)의  재표시는, 그
의  크기  및  곡선의  형상을  보아,  허용가능한  동작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영역(16)의  크기가  큰 경우
에는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에  의해  완전한  재표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
당한  재표시  시간이  소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픽크  윈도우와  직사각  영역(16)의 교
집합(a  union)  영역인  작은  직사각형  영역(17)을  위치  및  색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하기  위해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의  경계  비교,  기능이  또한  실행된다.  객체의  경계에  관련된  조작은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의 장점이므로, 제4도를 참조하여 설명된 클리핑이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에 
할당된다.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가  사각형  객체의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본  발명은 
'범위(extents)'의  생성을 행한다.  이  범위는,  객체의 X  및  Y  방향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경계로 하
는 직사각형 영역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범위는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에 의해 용이하게 
생성된다.

이와  같이  하여,  픽크  동작에  대한  재표시는,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로  하여금  모든  객체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게  하고  그  후  이  범위를  픽크  윈도우의  경계에  클리핑하도록  하므로써  효율적으로 실
시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클리핑된 객체 범위에 대한 선택 경계 정보(select boundary 
information)가 재표시를 위해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로 보내진다.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에  의해  수행되는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된  객체  범위의 
재표시에  의하여  프레임  버퍼(3)내의  내용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게는  제1도에서 
픽크 평면 메모리(20)로 불리우는 특별히 지정된 메모리중 하나 이상의 평면에 데이타로서 
입력된다.  데이타는,  재표시  될  화소가  Z버퍼  메모리(9)내의  값과  동일한  Z값을  갖는  것으로 밝혀지
는  경우에는,  화소위치에  의해  픽크  평면  메모리(20)에  입력된다.  Z값의  정합은  표시된  화소가 비디
오  디스플레이상에서  가시기능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객체의  일부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클리핑된  객체  범위에  대해  재표시  동작을  수행하므로써,  픽크  평면  메모리(20)에 
객체에 대한 가시 화소 패턴(a  pattern  of  the  visible  pixels)이  기록된다.  이  패턴은 객체마다 가
중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지어  그다지  세련되지  않은  픽크  동작의  버전(version)은,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된  재표시될 객체
가  관련된  Z버퍼  메모리에  데이타와  정합하는  Z심도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화소를  갖는  것으로 밝혀
진  때마다  단순히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에  인터럽트  신호를  공급한다.  이  버젼은  픽크  평면 메모리
(20)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에서는 플래
그(a  flag)를  세트하여,  그  후  각각의  재표시된  기본요소  또는  기본요소  세트의  유용성(utility)을 
결정하는 판단시에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에 의해 플래그가 질의될 수 있다.

제1도의  기능적  블럭도에  도시된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바람직한  동작이  제5도에서  흐름도로써 도시
되었다.  픽크  동작이  인에이블되면,  전위  그래픽  프레임(1)는,  제1도에서  블럭(18,19)으로  표시된 
메모리에 저장된 픽크 윈도우 경계 및 객체 경계 데이타를 이용하여 픽크 윈도우 경계 및 객체 범위
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객체  범위는  픽크  윈도우  경계에  클리핑되어,  객체의  범위중  만약  있다면 
어느  것을  재표시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된  각각의  객체 범
위는  래스터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제어기(2)로  정점  파라미터  데이타(vertex  parameter  data)를 
전송함으로서  재표시된다.  각각의  픽크  윈도우에  고정된  객체  범위를  재표시하는  동안,  래스터화 프
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2)는  윈도우  평면  메모리(7)와,  마스킹  평면  메모리(8)에  저장된 마스
킹  효과를  고려하여  화소의  가시성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재표시된  화소의  Z심도  값이 Z버
퍼 메모리(9)에 저장된 대응하는 화소 위치에 의한 값에 비교된다.

Z심도의  정합이  검출되면,  객체  화소가  가시이며,  픽크  동작의  잠재적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Z버퍼의  심도정합이  일어나면  대응하는  화소  위치에서  픽크 평
면 메모리로의 기입 동작이 개시된다.

기본적인 처리 방법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재
표시된 클리핑된 객체 범위 및  Z버퍼 값의 심도정합이 최초로 발생한 때에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 있
다.  일단  기본객체가  식별되면,  이  객체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하이라이트될  수  있다. 그
후  사용자는  표시하고져  하는  객체가  또  있다면  그  객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스크래치  패드로서  픽크  평면  메모리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
의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된  객체  범위에  대한  픽크평면  메모리에  기입된  패턴이,  사용자가 표시하기
를  원하는  범위를  식별해내기  위하여  범위중첩의  백분율(percentage  of  coverage)  또는  다른  가중된 
기준(weighting  criteria)에  의해  비교된다.  예를  들어,  제6도의  픽크  윈도우(21)내의  삼각형 객체
의 패턴 A,  B,  C  및  D를  고려하면,  A가  가장  근접치이다.  범위  중첩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며, 객
체 D가  재표시될 최초의 객체 범위가 아니고 관찰자로부터 봤을 때  심도가 가장 깊은 경우에도 객체 
D의 가시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객체 D를 선택하게 된다.

제1도에  도시된  구조는  픽크  윈도우내에서  객체의  가중된  비교를  행한다.  래스터화  프로세서  및 디
스플레이  제어기(2)는  각각의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된  객체  범위를  재표시하며,  픽크  윈도우내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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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에  대한  상태를  화소로  표시하는  2진  데이타를  픽크평면  메모리(20)내로  적절히  기입한다. 각가
의  클리핑된  객체범위가  재표시된  후,  픽크  평면  메모리(20)내의  패턴이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1)에 
의해  판독되고,  가시  화소의  가중  평균치를  얻기  위해  처리된다.  이것은  재표시가  행해지게  될 각각
의 클리핑된 객체 범위에 대해 반복되어,  어느 것이 픽크 동작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지 결정하게 된
다.통상의  크기의  픽크  윈도우가  1000개  이상의  화소로  구성될  수  있고,  그래픽  시스템의  해상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픽크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가중치를 사용하는 접근 방법(a 
weighted approach)은 관찰되고 있는 객체가 상세해짐에 따라 더욱 바람직하게 되고 있다.

본  명세서에  정의된  장치  및  동작에  따르면,  진보된  타입의  3차원  그래픽  퍼스널  컴퓨터  또는 워크
스테이션(workstation)의  사용자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가시  객체를  최적으로  선택하면서,  커서에 
의해  정의되는  픽크  윈도우를  사용하여  픽크  동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프레임 버퍼내
에  저장되고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  그래픽  영상이  윈도우  평면,  마스킹  평면,  복수의  중복된 객
체의  효과를  포함하고  제거된  숨은  표면  및  에지(eliminated  hidden  surfaces  and  edges)를  갖는 프
레임  버퍼  래스터  스캔  비디오  디스플레이  환경에  의하여  얻어진다.  본  발명은,  기능  할당에  의해 
전위  그래픽  프로세서와  래스터  프로세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의  각  특성을  인식하여  각각을 기능
적으로  할당하여  이용하고  있다.  Z심도  일치에  의해  픽크된  가시  객체를  식별하는  래스터화 프로세
서  및  디스플레이  제어기에  의한  객체의  재표시는  2가지  방법으로  선택된다.  첫번째는  픽크 윈도우
내에서  중복하는  범위를  갖는  객체만을  재표시의  후보로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재표시가  픽크 윈도
우의  경계에  클리핑된  객체  범위에  제한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상이한  픽크  윈도우에  클리핑되어 
재표시된  객체  범위  각각에  대한  Z버퍼  비교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픽크  평면  메모리를 이용하므
로써  픽크  윈도우내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다수의  객체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가중시킬  수 있
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디스플레이상의  영상으로부터의  3차원  객체의  픽크가  고속으로 달성
된다.

이상 본  발명이 특정의 실시예에 의해 설명되고 도시되었지만,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첨부된 특
허 청구 범위에 정의되는 전체 구조 및 실시의 범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3차원  객체(three  dimensional  objects)로  구성되는  영상을  비디오  디스플레이(a  video display)상
에  표시하는  시스템에서,  가시  객체(a  visible  object)를  픽크하는  장치(apparatus  for  picking)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된  영상의  심도  데이타(depth  data)를  저장하는  Z버퍼(Z  buffer)와;  소정의  픽크 
윈도우  경계(a  pick  window  boundary)를  갖는  픽크  윈도우(pick  window)를  정의하는  수단(means  for 
defining)과;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객체를  둘러싸고  상기  디스플레이된  객체보다  더  큰  영역(a 
region)이  상기  픽크  윈도우  경계와  교차하는  경우,  객체  심도  데이타(object  depth  data)를 산출하
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각각의  객체를  선택적으로  재표시하는  수단(means  for 
rerendering)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영상의  심도  데이타가  상기  객체  심도  데이타와  정합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기  Z버퍼내의  상기  디스플레이된  영상의  심도  데이타를  상기  각각  선택적으로 
재표시된  객체에  대한  상기  객체  심도  데이타에  비교하므로써  상기  픽크  윈도우내의  각  가시  객체를 
검출하는 수단(means for detecting)을 포함하는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픽크  윈도우내의  각각의  가시  객체를  검출하는  상기  수단은,  영상  윈도우 데이타
(image  window  data)를  저장하는  메모리(a  memory)와,  상기  영상  윈도우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재표
시된  각각의  객체에  대한  데이타와  비교하는  수단(means  for  comparing)을  포함하는  가시  객체를 픽
크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각각의  객체를  선택적으로  재표시하는  상기  수단(means  for 
rerendering)은,  상기  픽크  윈도우  경계내에  있으면서  직사각형  영역(rectangular  region)을  갖는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기 위하여 각각의 객체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영역들(rectangular 
regions)과 상기 픽크 원도우 경계를 비교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픽크  윈도우를  정의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표시된  영상보다  작은  소정의  픽크 윈도
우 경계를 갖는 윈도우를 정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장치.

청구항 5 

표시된  3차원  객체로부터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있어서,  표시된  3차원 
객체의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레임  버퍼(frame  buffer)와;  상기  표시된  3차원 
객체의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의  심도  데이타를  저장하는  Z버퍼  메모리(Z  buffer  memory)와;  상기 프
레임  버퍼내에  저장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의  데이타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윈도우를 나타내
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평면  메모리(a  plane  memory)와;  각각의  대응하는  객체를  둘러싸고  상기 각각
의  대응하는  객체보다  큰  각각의  객체에  대응하는  객체  경계  데이타(object  boundary  data)를 저장
하는  수단과;  소정의  픽크  윈도우  경계를  갖는  픽크  윈도우를  정의하는  수단과;  상기  픽크  윈도우와 
교차하는 객체 경계 데이타를 갖는 각각의 객체를 식별하는 전위 프로세서 수단(front end 
processor  means  for  identifying)과;  재표시된  객체중  어느  것이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의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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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와  정합하는  객체  심도  데이타를  갖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각각의  식별된  객체를  재표시하는 
래지스터화 프로세서 수단(rasterization processor means)을 포함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래스터화  프로세서  수단은  상기  가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Z버퍼  데이타 
및 평면 메모리 데이타를 사용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경계  데이타는  각각의  객체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영역으로 구성되
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래스터화  프로세서  수단은  상기  전위  프로세서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객체 경
계  데이타에  기초하여  객체  기본요소의  내부영역(interiors  of  object  primitives)을  표시하는 비디
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래스터화  프로세서  수단은  가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화소에  의해 데이타
를 누산하여 평가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0 

그래픽  비디오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다수의  3차원  개체로부터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방법에 있어
서,  픽크  윈도우  경계를  정의하는  단계와;  하나의  객체에  대응하며  각각의  해당  객체를  둘러싸고 상
기 각각의 해당 객체보다 더 큰 관점에 있는 객체 경계를 픽크 윈도우 경계에 비교하므로써 상기 픽
크  윈도우내의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식별된  객체를  선택적으로  재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재
표시된  객체의  심도를  상기  픽크  윈도우  경계내의  대응하는  화소  위치에  대한  심도  데이타와 정합시
키므로써 가시 객체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픽크  윈도우내의  객체를  식별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객체  경계  데이타를 상
기  객체를  둘러싸는  객체에  대한  직사각형  영역으로서  정의하는  단계와,  상기  픽크  윈도우에 오버랩
하는 직사각형 영역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식별된  객체를  선택적으로  재표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직사각형  영역과  상기 픽
크  윈도우  사이에서  오버랩하는  영역을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된  객체를  오버랩하는  영역을 선
택적으로 재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시 객체를 픽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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