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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표시 화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간단한 화상 처리로 표시할 수 있는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제 1 텍스

처 화상과, 제 2 텍스처 화상과, 제 1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와,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시켜

두고, 소정 폴리건에 대해서 제 2 텍스처 화상을 묘화함과 함께 (S205), 상기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

라, 제 1 텍스처 화상을 더욱 묘화한다 (S206).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캐릭터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처리 장치로서,

상기 캐릭터의 모발을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기 캐릭터의 맨피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

상기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

상기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묘화

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 및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기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

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은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기 폴

리건에 대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임계

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당해 화소의 묘화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은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의 알파값으로서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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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캐릭터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처리 방법으로서,

상기 캐릭터의 모발을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단

계;

상기 캐릭터의 맨피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단계;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표시 우선도 기억 단계;

상기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임계치 기억 단계;

상기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묘화

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단계; 및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기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

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묘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5.

캐릭터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처리 장치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억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정보 기

억 매체로서,

상기 캐릭터의 모발을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기 캐릭터의 맨피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

상기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

상기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묘화

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 및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기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기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

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모발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으로서 상기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

청구항 6.

제 1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제 2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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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

상기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에 관련된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제 2 텍스처 화

상을 묘화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 및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기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억 수

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은 상기 폴리건에 관련된 오브젝트에 소정 변화가 나타난 후의 그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화상이고,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은 상기 폴리건에 관련된 오브젝트에 상기 소정 변화가 나타나기 전의 그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화상

이고,

상기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은 상기 소정 변화의 방향에 따르도록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1 텍스처 화상을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단계;

제 2 텍스처 화상을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단계;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표시 우선도 기억 단계;

상기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임계치 기억 단계;

상기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에 관련된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제 2 텍스처 화

상을 묘화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단계; 및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기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억 수

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묘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1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제 2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

상기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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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에 관련된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제 2 텍스처 화

상을 묘화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 및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기 제 2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기 폴리건에 대해서, 상기 표시 우선도 기억 수

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기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기 제 1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기억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화상 처리 장치 및 화상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표시 화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단한 화상 처리로 변화

시킬 수 있는 화상 처리 장치, 화상 처리 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가상 3차원 공간에 캐릭터 오브젝트 및 시점을 배치하여, 동 시점에서 본 공간의 모습을 모니터에 표시하는 게임 장치 등

의 화상 처리 장치가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치에 의하면, 가상 현실감을 실현할 수 있다.

가상 3차원 공간에 배치하는 캐릭터 오브젝트에 관해서, 유저의 설정에 의해 또는 시간 경과에 의해, 두발이 자라는 모습

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으면, 가상 현실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물 등의 액체에 의해 물

체가 젖는 모습, 물 등의 액체가 물체에서 스며나오는 모습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으면, 가상 현실감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 1 목적은 게임 캐릭터의 두발 등, 모발이 나는 모습을 간단한 화상

처리로 표시할 수 있는 화상 처리 장치 및 화상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제 2 목적은 표시 화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단한 화상 처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화상 처리 장치 및 화상 처리 방법

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개시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관련되는 화상 처리 장치는, 캐릭터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처리 장치로서, 상

술한 캐릭터의 모발을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과, 상술한 캐릭터의 맨피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과,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

의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과, 상술한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과, 상술

한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묘

화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과,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

된 상술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

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되는 화상 처리 방법은 캐릭터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처리 방법으로서, 상술한 캐릭터의 모발을 나

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단계와, 상술한 캐릭터의 맨

피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단계와, 상

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표시 우선도 기억 단계

와, 상술한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임계치 기억 단계와, 상술한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

건에 대해서,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단계와,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술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묘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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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관련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는, 캐릭터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처리 장치로서 PC, 가정

용 게임기, 업무용 게임기, 휴대 게임기, 휴대 정보 단말, 휴대 전화기, 홈서버 등의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

로서, 상술한 캐릭터의 모발을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술한 캐릭터의 맨피

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

소의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 상술한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 상술한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

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 및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술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

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모발 텍

스처 화상 묘화 수단으로서 상술한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예를 들어 모발이 나지 않은 모습 등을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건에 대해서

묘화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가 기억되고, 이 표시 우선도와 임계

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모발 텍스처 화상이 더욱 묘화된다. 모발 텍스처 화상은 예를 들어 모발이 다 자란 모습 등을 나타

낸다. 본 발명에 의하면, 비교적 간단한 화상 처리에 의해서, 모발 (두발이나 수염 등) 이 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은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술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묘화

된 상술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당해 화소의 묘화를 행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은 각 화

소의 표시 우선도를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의 알파값으로서 기억해도 된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되는 화상 처리 장치는 제 1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과, 제 2 텍스처 화상

을 기억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과,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과, 상술한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과, 상술한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에 관

련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2 텍스처 화

상 묘화 수단과,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술한 폴리건에 대해서, 상

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

라,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되는 화상 처리 방법은 제 1 텍스처 화상을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제 1 텍스처 화

상 기억 단계와, 제 2 텍스처 화상을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단계와,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표시 우선도 기억 단계와, 상술한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시키는 임계치 기억 단계와, 상술한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에 관련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묘

화 단계와,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술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

술한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묘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관련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는 제 1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제

2 텍스처 화상을 기억하는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기

억하는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 상술한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하는 임계치 기억 수단, 상술한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

상에 관련된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2 텍

스처 화상 묘화 수단, 및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에 의해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 상술한 폴리건에 대

해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 기억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

과에 따라,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 기억 수단에 기억된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을 묘화하는 제 1 텍스처 화상 묘화 수단

으로서, PC, 가정용 게임기, 업무용 게임기, 휴대 게임기, 휴대 정보 단말, 휴대 전화기, 홈서버 등의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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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제 2 텍스처 화상이 묘화된다. 제 1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가 기억되고, 이 표시 우

선도와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제 2 텍스처 화상이 더욱 묘화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비교적 간단한 화상 처리에 의해

서, 제 2 텍스처 화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의 기억 내용에 따라서 제 1 텍스처 화상으로 바꿔,

화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서는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은 상술한 폴리건에 관련된 오브젝트에 소정 변화가 나타난 후의 그 오

브젝트를 나타내는 화상이고, 상술한 제 2 텍스처 화상은 상술한 폴리건에 관련된 오브젝트에 상술한 소정 변화가 나타나

기 전의 그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화상이고, 상술한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은 상술한 소정 변화의 방향에 따르도록 표시 우

선도를 기억한다. 예를 들어, 물체가 액체에 젖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나, 물체에서 액체가 스며나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 1 텍스처 화상으로서, 예를 들어 액체에 젖은 후의 물체를 나타내는 화상이나 액체가 스며나온 후의 물체를

나타내는 화상을 사용하고, 제 2 텍스처 화상으로서, 예를 들어 액체에 젖기 전의 물체를 나타내는 화상이나 액체가 스며

나오기 전의 물체를 나타내는 화상을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는 액체에 의해 최초로 젖는 방향에

따르도록 표시 우선도를 기억시켜 두면 된다. 또한, 잔디가 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 1 텍스처 화상으로서, 예를

들어 잔디가 난 후의 지면을 나타내는 화상을 사용하고, 제 2 텍스처 화상으로서, 예를 들어 잔디가 나기 전의 지면을 나타

내는 화상을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 표시 우선도 기억 수단에는 잔디가 나는 방향에 따르도록 표시 우선도를 기억시켜 두

면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게임 장치 (화상 처리 장치) 의 하드웨어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 는 폴리건에 의해 구성된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의 두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 은 모발 텍스처가 부가된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의 두부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a) 는 모발이 완전히 난 상태, (b) 는 목

덜미 부분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도 4 는 모발 텍스처 (a), 표시 우선도 맵 (b) 및 맨피부 텍스처 (c) 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 는 게임 화면 생성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 은 는 렌더링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 은 제 1 텍스처 화상 (a), 표시 우선도 맵 (b), 제 2 텍스처 화상 (c) 및 표시 화상 (d) 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해서 도면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게임 장

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동 도면에 나타내는 게임 장치 (10; 화상 처리 장치) 는 모니터 (18) 및 스피커 (22) 에 접

속된 가정용 게임기 (11; 컴퓨터 게임 시스템) 에, 정보 기억 매체인 DVD-ROM (25) 이 장착됨으로써 구성된다. 여기서는

게임 프로그램이나 게임 데이터를 DVD-ROM (25) 에 격납하고, 그것을 판독 출력하여 가정용 게임기 (11) 에 공급하지

만, CD-ROM 이나 ROM 카드 등, 다른 모든 정보 기억 매체를 동일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로부터 게임 프로그램이나 게임 데이터를 가정용 게임기 (11) 로 공급해도 된다.

가정용 게임기 (11) 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화상 처리부 (16), 주기억 (26) 및 입출력 처리부 (30) 가 버스 (12) 에 의

해 상호 데이터 통신가능하게 접속되고, 또 입출력 처리부 (30) 에는 컨트롤러 (32), 음성 처리부 (20) 및 DVD-ROM 재생

부 (24) 가 접속되어 있다. 컨트롤러 (32) 이외의 가정용 게임기 (11) 의 각 구성 요소는 케이스체 내에 수용되어 있다. 모

니터 (18) 에는 예를 들어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술한가 사용되고, 스피커 (22) 에는 예를 들어 그 내장 스피커가 사용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는 도시하지 않은 ROM 에 격납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DVD-ROM (25; 컴퓨터 판독가능한

정보 기억 매체) 으로부터 판독 출력되는 게임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가정용 게임기 (11) 의 각 부를 제어한다. 버스 (12)

는 어드레스 및 데이터를 가정용 게임기 (11) 의 각 부에서 주고 받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기억 (26) 은 RAM 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고, DVD-ROM (25) 으로부터 판독된 게임 프로그램 및 게임 데이터가 필요에 따라 기록되거나, 마이크로 프

로세서 (14) 의 작업용으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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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처리부 (16) 는 VRAM 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로부터 보내지는 화상 데이터를 수취하

여 VRAM 상에 게임 화면을 묘화함과 함께, 그 내용을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소정 타이밍으로 모니터 (18) 에 출력한다.

즉 화상 처리부 (16) 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로부터 시점 좌표계에서의 각 폴리건의 정점 좌표 (X, Y, Z), 정점 색 정보

(R, G, B), 텍스처 좌표 (VX, VY) 및 알파값 등을 수취한다. 그리고, 그들 정보를 사용하여 표시 화상을 구성하는 각 픽셀

(화소) 의 색 정보, Z치 (깊이 정보) 및 알파 (α) 값 등을 VRAM 에 묘화한다. 이 표시 화상은 소정 타이밍으로 모니터 (18)

에 출력된다.

VRAM 에 픽셀 (색 정보, Z치, 알파값) 을 묘화할 때에는 픽셀 테스트를 임의로 실행할 수 있다. 픽셀 테스트에는 알파 테

스트, 데스티네이션 알파 테스트 및 뎁스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픽셀 테스트가 실시된다. 이 중, 알파 테스트에서는 묘화 픽셀의 알파값과 소요 기준 알파값을 비교하여, 지정 조건을 만족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픽셀의 묘화가 제한된다. 데스티네이션 알파 테스트에서는 묘화처의 픽셀 (VRAM 의 묘화처 어드

레스에 이미 묘화되어 있는 픽셀) 의 알파값 (데스티네이션 알파값) 과 소정치 (0x80) 를 비교하여, 지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픽셀의 묘화가 제한된다. 뎁스 테스트에서는 묘화 픽셀의 Z치와 (VRAM 에 준비된다) Z 버퍼의 Z치를

비교하여, 지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픽셀의 묘화가 제한된다. 또한, VRAM 에 픽셀을 묘화하는 경우에는 마

스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 픽셀의 색 정보, Z치 및 알파값에 대한 기록을 임의로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출력 처리부 (30) 는 컨트롤러 (32), 음성 처리부 (20) 및 DVD-ROM 재생부 (24) 의 각각과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와

의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컨트롤러 (32) 는 플레이어가 게임 조작을 하기 위한 입력 수단

이다. 입출력 처리부 (30) 는 일정 주기 (예를 들어 1/60초마다) 로 컨트롤러 (32) 의 각종 버튼의 조작 상태를 스캔하여,

그 스캔 결과를 나타내는 조작신호를, 버스 (12) 를 통해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에 전달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는

그 조작신호에 기초하여 플레이어의 게임 조작을 판정한다. 음성 처리부 (20) 는 사운드 버퍼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고,

DVD-ROM (25) 으로부터 판독 출력되어 사운드 버퍼에 기억된 음악이나 게임 효과음 등의 데이터를 재생하여 스피커

(22) 로부터 출력한다. DVD-ROM 재생부 (24) 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DVD-ROM (25) 에 기

록된 게임 프로그램 및 게임 데이터를 판독한다.

이하, 이러한 하드웨어 구성을 갖는 게임 장치 (10) 를 사용하여, 가상 3차원 공간에 배치된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의 모발

(예를 들어 두발이나 수염 등) 을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기술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2 는 게임 장치 (10) 로 그 모습이 모니터 (18) 에 표시되는 게임 캐릭터를 나타내는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 (50) 는 폴리건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게임 장치 (10) 의 주기억 (26) 상에 구축되는 가상 3차원 공간 (게

임 공간) 에 배치된다. 또한, 이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 (50) 를 구성하는 각 폴리건에는 게임 캐릭터의 용자(容姿)를 나타내

는 텍스처 화상이 부가 (매핑) 되도록 되어 있다. 도 3 에는 텍스처 화상이 부가된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 (50) 가 나타나 있

다. 이 중, 특히 두부 (52; 두피부) 를 구성하는 폴리건에는 게임 캐릭터의 맨피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이 부가되

고, 그 후 다시, 모발이 완전히 난 상태를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이 겹쳐 부가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발 텍스처 화

상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화소 중 소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만 맨피부 텍스처 화상에 덮어쓰여지

고, 그 이외에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의 색 정보가 남겨지도록 되어 있다. 또,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폴리건 (데이터) 과, 그

폴리건에 부가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데이터) 및 모발 텍스처 화상 (데이터) 은, 게임 장치 (10) 에 있어서 서로 관련지

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맨피부 텍스처 화상 및 모발 텍스처 화상을 사용하면서도, 동 도 (a) 및 (b) 와 같이, 상이한

머리카락의 길이로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 (50) 를 표시시키도록 하고 있다.

도 4(a) 는 모발 텍스처 화상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동 도 (b) 는 그모발 텍스처 화상에 대응하는 표시 우선도 맵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동 도 (c) 는 그 모발 텍스처 화상에 대응하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

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화소군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동 도 (a) 에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 (52a) 은 게임 캐릭

터의 두발이 완전히 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 화소에 머리털의 색을 나타내는 색 정보가 대응지어져 있다. 또한, 동

도 (b) 에 나타내는 표시 우선도 맵 (52b) 은 모발 텍스처 화상 (52a) 의 각 화소의 색 정보를 표시 (VRAM 에 묘화) 할 때

의 우선도 (표시 우선도) 를 나타내는 것이고, 각 화소에 대응시켜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발 텍스처 화상 (52a) 의 일방에서 타방으로 향하여 표시 우선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 실

시형태에서는 모발 텍스처 화상 (52a) 에 알파 채널이 설정가능하고, 표시 우선도 맵 (52b) 을 그 알파 채널에 의해 구성한

다. 이 경우,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그 화소의 알파값으로서 기억시켜 두게 된다. 한편, 동 도 (c) 에 나타내는 맨피부 텍

스처 화상 (52c) 은 게임 캐릭터의 맨피부를 나타내고 있고, 각 화소에 맨피부의 색을 나타내는 색 정보가 대응지어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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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에서는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 (50) 의 두부 (52) 를 구성하는 폴리건에 맨피부 텍스처 화상 (52c) 을 매핑하여

VRAM 에 표시 화상을 묘화하고, 그 후 다시, 맨피부 텍스처 화상 (52c) 에 대응하는 표시 우선도 맵 (52b) 을 참조하면서,

표시 우선도가 모발량 파라미터 (소정 임계치) 이상인 화소에 대해서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 (52c) 에 대응하는 모발 텍스

처 화상 (52a) 의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화소의 색 정보를 덮어쓰기한다 (화소의 색 정보를 재기록한다). 상술한 모발

량 파라미터는 도시하지 않은 설정 화면에 있어서 컨트롤러 (32) 에 의한 조작 입력에 따라 설정하여, 주기억 (26) 이나 메

모리 카드 (도시하지 않음) 등의 기억 수단에 기억시켜 두도록 하면 된다. 또한, 도시하지 않은 타이머나 캘린더의 출력에

기초하여 상술한 모발량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갱신하도록 해도 된다.

여기서, 게임 장치 (10) 의 게임 화면 생성 처리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5 는 게임 장치 (10) 에 의해 실행되는 게임 화면 생

성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 처리는 게임 장치 (10) 에 있어서, DVD-ROM (25) 에 격납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소

정 시간 (예를 들어 1/60초) 간격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우선, 도 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게임 장치 (10) 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가 DVD-ROM (25) 으로부터 판독 출력

되는 게임 프로그램 및 게임 데이터에 기초하여, 우선, 게임 환경 처리를 행한다 (S101). 게임 환경 처리에서는 가상 3차원

공간의 모든 정적 오브젝트 및 동적 오브젝트의 위치 및 자세가 연산된다. 정적 오브젝트는 건물 오브젝트 등과 같이 게임

이 진행되더라도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동적 오브젝트는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 (50) 나 승용 오브젝트

등과 같이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서 위치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동적 오브젝트의 위치 및 자세는 게임 프로그램이나 컨

트롤러 (32) 로부터 입력되는 조작 신호에 따라서 변화된다. 또한, 게임 환경 처리에서는 시점이나 시야 범위도 계산된다.

그리고, 시야 범위로부터 떨어진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후의 게임 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는 지오메트리 처리를 행한다 (S102). 지오메트리 처리에서는 월드 좌표계에서 시점 좌

표계로의 좌표 변환을 행한다. 또한,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각 폴리건의 정점의 색 정보가 광원 정보 (광원의 색 및 위치) 에

기초하여 수정된다. 또, 클립핑 처리도 행해진다.

그 후,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는 주기억 (26) 등의 기억 수단으로부터 이미 설정된 모발량 파라미터를 판독 출력한다

(S103). 모발량 파라미터는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마다 설정되어도 되고, 게임에 등장하는 모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설정

되어도 되고, 모발 텍스처 화상마다 설정되어도 된다. S103 에서는 이후의 처리에서 필요해지는 모발량 파라미터만 판독

출력하도록 하면 된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는 렌더링 처리를 행한다 (S104). 이 처리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14) 는 시야 범위

에 속하는 각 폴리건의 정점 좌표, 정점색 정보, 텍스처 좌표 및 알파값을 화상 처리부 (16) 에 송출하고, 화상 처리부 (16)

에서는 그들의 정보에 기초하여 VRAM 상에 표시 화상을 형성한다. 이 때, 게임 캐릭터 (50) 의 두부 (52) 를 구성하는 폴

리건에 대하여, 모발 텍스처 화상 (52a) 을 매핑하는 경우에는 S103 에서 판독 출력된 모발량 파라미터에 따른 묘화 처리

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화상 처리부 (16) 의 VRAM 에 형성된 게임 화상은 소정 타이밍으로 판독 출력되어, 모니터 (18)

에 의해 표시된다.

도 6 은 도 5 에 나타낸 게임 화면 생성 처리 중 렌더링 처리 (S104) 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동 도면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렌더링 처리에서는 우선, 현재의 묘화 대상이 모발 텍스처 화상을 매핑해야 할 폴리건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 (S201). 그리고, 그러한 폴리건이 아니면, 통상대로, 그 폴리건에 대응하는 텍스처 화상 (텍스처 좌표에 의해 특정된다)

을 매핑하여 VRAM 에 묘화 (표시 화상을 형성) 하고 (S202), 미처리의 폴리건이 있으면 (S203), 다음 폴리건에 처리 대상

을 옮겨 (S204), 다시 S201 의 판단으로 되돌아간다.

한편, 현재의 묘화 대상이 모발 텍스처 화상을 매핑해야 할 폴리건인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으로 텍스처 좌표를 기초로 하

여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판독하고, 그것을 VRAM 에 묘화한다 (S205). 또, S103 에서 판독 출력된 모발량 파라미터를 사

용한 알파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 맨피부 텍스처 화상에 대응하는 모발 텍스처 화상을, 그 맨피부 텍스

처 화상의 묘화 부분에 덮어쓰기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발 텍스처 화상의 각 화소에 대응하는 표시 우선도를 판독 출력하

여, 그 표시 우선도와 모발량 파라미터를 비교한다. 그리고, 표시 우선도가 모발량 파라미터 이상이면, 모발 텍스처 화상에

기록된 당해 화소의 색 정보를, 맨피부 텍스처 화상에 있어서의 대응 화소의 색 정보 대신에, VRAM 에 기록한다.

그 후, 미처리의 폴리건이 있으면 (S203), 다음 폴리건에 처리 대상을 옮겨 (S204), 다시 S201 의 판단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미처리의 폴리건이 없으면, 렌더링 처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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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게임 장치 (10) 에 의하면, 다수의 모발 화상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컨트롤러 (32) 에 의한 조작에 따라,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모발량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그 값에 따른 양의 모발을 게임 캐릭터 오브젝트 (50) 의 두부 (52) 에 표시

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이상의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게임에 관계되는 화상 처리에 한정되지 않

고, 모든 3차원 화상 처리에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3차원 CG 애니메이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등에도 본 발명을 적용가능하다.

또한, 이상의 설명에서는 모발의 변화에 본 발명을 적용하는 예를 언급하였지만, 각종 물체의 각종 변화에 본 발명은 적용

가능하다. 즉, 물체의 변화 전의 외관을 나타내는 제 1 텍스처 화상과, 물체의 변화 후의 외관을 나타내는 제 2 텍스처 화상

과, 당해 물체에 있어서의 당해 변화의 방향에 따라서 설정된 표시 우선도 맵을 미리 준비해 두면, 간단히 물체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도 7(a) 는 제 1 텍스처 화상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동 도 (b) 는 그 제 1 텍스처 화상에 대응하는 표시 우선도 맵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동 도 (c) 는 제 1 텍스처 화상에 대응하는 제 2 텍스처 화상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

한, 동 도 (d) 는 이들의 화상 및 맵을 사용한 표시 화상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 그리고 표시 우선도 맵은 모두 동일한 화소군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동 도 (a) 에 나타내

는 제 1 텍스처 화상 (60a) 은 예를 들어 바닥 폴리건에 부가되는 화상으로서, 바닥 전체가 젖은 모습을 나타내는 화상 등

이다. 또한, 동 도 (b) 에 나타내는 표시 우선도 맵 (60b) 은 제 1 텍스처 화상 (60a) 의 각 화소의 색 정보를 표시 (VRAM

에 묘화) 할 때의 우선도 (표시 우선도) 를 나타내는 것이고, 각 화소에 대응시켜 표시 우선도를 기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리고, 표시 우선도 맵 (60b) 은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에 관련되는 오브젝트에 생기는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

이고, 그 변화의 방향에 따라서 값이 변화되도록 작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 1 텍스처 화상 (60a) 의 중심에서 주연부로

향하여 표시 우선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감소되도록 되어 있다. 즉, 표시 우선도 맵 (60b) 은 영역 (62-1∼62-4) 으로 구분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각 영역 내에 위치하는 화소에 대응하는 표시 우선도가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영역 단

위에 표시 우선도를 변화시키도록 하였지만, 물론 화소 단위로 표시 우선도를 변화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 1 텍스처 화상 (60a) 에 알파 채널이 설정가능하고, 표시 우선도 맵 (60b) 을 그 알파 채널에

의해 구성한다. 이 경우,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를 그 화소의 알파값으로서 기억시켜 두게 된다. 한편, 동 도 (c) 에 나타내

는 제 2 텍스처 화상 (60c) 은 예를 들어 바닥이 전혀 젖어 있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화상 등이다. 제 1 텍스처 화상

(60a) , 제 2 텍스처 화상 (60c), 표시 우선도 맵 (60b) 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 동 도 (d) 에 나타내는 표시 화상이 얻어진

다. 동 도 (d) 에 나타내는 표시 화상은 영역 (62-1 및 62-2) 의 내부에 위치하는 화소에 대해서는 제 1 텍스처 화상 (60a)

이 실제로 묘화되고, 그 이외에는 제 2 텍스처 화상 (60c) 의 색 정보가 VRAM 에 남도록, 임계치가 설정된 경우에 표시되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하면, 각종 물체의 각종 변화를 바람직하게 표시시킬 수 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게임기 등의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고, 캐릭터의 모발을 나타내는 모발 텍스처 화상과,

캐릭터의 맨피부를 나타내는 맨피부 텍스처 화상과, 모발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와, 표시 우선도

의 임계치를 기억시켜 두고, 캐릭터를 나타내는 폴리건에 대해서 맨피부 텍스처 화상을 묘화함과 함께, 그 폴리건에 대해

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술한 모발 텍스처 화상을 더욱 묘화하도록 하였으므로, 간

단한 화상 처리에 의해, 임계치를 변경시킴으로써 모발이 나는 모습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제 1 텍스처 화상과, 제 2 텍스처 화상과, 제 1 텍스처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의 표시 우선도와,

표시 우선도의 임계치를 기억시켜 두고, 제 1 및 제 2 텍스처 화상에 관련된 폴리건에 대해서 제 2 텍스처 화상을 묘화함과

함께, 그 폴리건에 대해서 상술한 표시 우선도와 상술한 임계치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술한 제 1 텍스처 화상을 더욱 묘화

하도록 하였으므로, 간단한 화상 처리에 의해, 임계치를 변경시킴으로써 표시 화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표시할 수 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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