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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기반의 그래픽 연산을 지원하는임베디드 시스템

(57) 요약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programmable shader) 기반의 그래픽스 하드웨어(graphics hardware)를 지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있어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입력된 하나 이상의 쉐이더 프로그램을 링

크(link)하여 생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메모리 및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중에서 상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의해 선택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하여 실행하는 그래픽스 하드웨어를 포

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픽스 하드웨어에 전

송하며 그래픽스 하드웨어에서는 사용자가 전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점과 픽셀들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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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programmable shader) 기반의 그래픽 연산을 지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에 있어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입력된 하나 이상의 쉐이더 프로그램을 링크(link)하여

생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메모리; 및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중에서 상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의해 선택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

하여 실행하는 그래픽스 하드웨어(graphics hardware)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메모리는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을 구분짓는 쉐이더 식별정보,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의 소스인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shader

program source),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가 컴파일된 결과인 컴파일 코드 및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에 선언된 상

수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 영역; 및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의 각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에 상응하

는 상기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 영역의 컴파일 코드를 링크하여 생성되는 상기 프로그램 및 상기 프로그램의 실행시 참

조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쉐이더 객체 영역은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식별 영역;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소스 영역;

상기 컴파일 코드를 저장하는 코드 영역; 및

상기 상수를 저장하는 상수 영역을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영역은 정수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는 상기 쉐이더 객체 영역 간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정수값

인 임베디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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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수 영역은 실수배열형 저장영역인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객체 영역은

하나 이상의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쉐이더 식별 영역;

상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영역; 및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쉐이더 식별 영역은 정수배열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는 각 쉐이더 간에 중복되지 않는 정수형 값인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영역은 이진데이터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컴파일 코드가 링크된 기계어 코드인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영역은 실수배열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데이터는 상기 쉐이더 객체 영역의 상수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객체 영역은 둘 이상이고, 상기 프로그램 객체 영역 간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정수값인 프로그램 식별정보

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식별 영역을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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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응용프로그램 영역;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데이터 영역; 및

상기 응용프로그램 영역에 적재된 프로그램이 상기 데이터 영역에 적재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정해진 동작을 수행한 결과

를 외부로 출력하는 출력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3차원 그래픽스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3

차원 그래픽스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기반의 그래픽 연산을 지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OpenGL ES(Open Graphics Library Embedded System)는 로열티없이 자동차와 각종 설비 및 휴대 장치를 포함하는 임

베디드 시스템 상의 2차원/3차원 그래픽 기능을 위한 크로스 플랫폼(cross-platform)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이다. 이는 PC 환경의 3차원 그래픽 표준인 OpenGL(Open Graphics Liabrary)의 부분

집합으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그래픽 엔진 간의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저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OpenGL ES는 이동 통신 단말기, 개인 휴대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PMP :

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의 모바일 장치, 자동차 제어장치, 냉장도 제어장치, 공장로봇 제어장치 등의 임베디드 시

스템 하에서 3차원 게임과 다양한 고급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3차원 그래픽 연산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솔

루션이다.

OpenGL ES를 지원하는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OpenGL ES가 제공하는 3차원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으로, 3차

원 그래픽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존의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고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3차원 데이

터를 처리하였다.

도 1은 고정된 파이프라인(fixed function pipeline) 구조를 가지는 3차원 데이터 처리과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2는 임

베디드 시스템의 그래픽스 하드웨어와 시스템 메모리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OpenGL ES 1.x에 따라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0)에 의해 그래픽스 하드웨어(200)는 3차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프레

임 버퍼(290)로 출력한다. 3차원 데이터는 위치(position), 법선 벡터(normal vector), 색상(color), 텍스처 좌표(texture

coordinate) 등을 포함하는 정점 데이터(Vertex data)일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0)는 정점 데이터, 상태 데이터들을 지정하고 렌더링(rendering) 명령을 내리는 인터페이스

이다. 렌더링이라 함은 평면인 그림에 형태ㅇ위치ㅇ조명 등 외부의 정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그림자ㅇ색상ㅇ농도 등

을 고려하면서 실감나는 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그러한 기법을 의미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모양을 삼각형 형태의

폴리곤 집합으로 구분하고, 폴리곤을 구성하는 3개의 정점 데이터를 후술할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3차원 화상을 만들

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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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데이터는 버텍스 버퍼 객체(Vertex Buffer Objects; 205)에 저장되어 있다. 프리미티브 프로세싱(Primitive

Processing) 모듈(210)은 버텍스 버퍼 객체(205)에 저장된 3차원 데이터로부터 변환 및 조명효과(Transform and

Lighting)를 적용할 점들을 생성한다. 각 점들은 폴리곤을 구성하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다.

변환 및 조명 효과 모듈(215)은 프리미티브 프로세성 모듈(210)에서 생성한 점들에 대해 행렬연산을 통해 화면 상에서의

위치를 결정하고 조명 모델(예를 들어, phong illlumination model 등)에 따라 점의 밝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어셈블리(Primitive Assembly) 모듈(220)은 변환 및 조명 계산이 끝난 점들을 모아서 삼각형을 구성

한다. 래스터라이저(Rasterizer; 225)는 삼각형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픽셀(pixel)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정된 상태 정보에 따라 텍스처 연산(Texture Environment) 모듈(230)은 텍스처 이미지에서 색상정보를 가져와

각 픽셀의 색상을 결정하고, 색상 합계(Color Sum) 모듈(235)은 확산(diffuse), 반사(specular) 색상값을 더하며, 안개 효

과(Fog) 모듈(240)은 거리가 멀수록 안개색을 섞는다. 이를 통해 각 픽셀은 최종 색상을 가지게 된다.

이후 각 픽셀은 알파값(투명도)가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 이하이면 처리를 하지 않는 알파 테스트(Alpha test), 거리 버퍼

(depth buffer)에 저장된 거리보다 더 먼 픽셀들은 처리를 하지 않는 거리 스텐실(Depth Stencil), 색상 버퍼(color

buffer)에 있는 색상과 현재 픽셀의 색상을 혼합하여 색상 버퍼에 저장될 색상을 결정하는 색상 버퍼 혼합(Color Buffer

Blend), 현재 화면의 계조(bit depth)에 맞도록 변환하는 디더링(Dithering)을 거치고, 프레임 버퍼(Frame Buffer; 290)

에 저장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시스템 메모리(10)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0)에 의해 사용된다. 시스템 메모리(10)는 변환 상태

영역(13), 색상 상태 영역(16), 조명 상태 영역(19) 등으로 분할될 수 있다. 변환 상태 영역(13)을 보면, 모델 뷰 행렬

(MODELVIEW_MATRIX), 투영 행렬(PROJECTION_MATRIX) 등 다양한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저장하고 있다. 시

스템 메모리(10)의 각 상태 영역(13, 16, 19)은 사용자에 의해 파라미터의 변경이 가능하다. 각 파라미터에 의해 변환 상태

데이터, 색상 상태 데이터, 조명 상태 데이터가 결정된다.

시스템 메모리(10)에 저장된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값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0)의 지정에 따라 그래픽스 하드웨어

(60)의 상태 영역(63)에 저장되고, 렌더링 명령에 따라 도 1에 도시된 각 모듈들이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동작을 수행한

다.

여기서, 변환 및 조명 효과 영역(66)에 저장된 미리 고정된 제1 함수(fixed function)(예를 들어, 연산을 위한 행렬 등)에

의해 변환 및 조명 효과 모듈(215)에서의 동작이 결정된다. 그리고 텍스처 연산/색상 합계/안개 효과 영역(69)에 저장된

미리 고정된 제2 함수에 의해 텍스처 연산 모듈(230), 색상 합계 모듈(235), 안개 효과 모듈(240)에서의 동작이 결정된다.

변환 및 조명 효과 모듈(210)에서 변환은 행렬로만 표현될 수 있으며, 조명 효과를 위한 식은 그래픽스 하드웨어마다 이미

고정되어 있다. 사용자는 단지 시스템 메모리(10)의 각 상태 영역(13, 16, 19)에 저장되는 파라미터의 변경이 가능할 뿐이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래픽스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을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을 표현해야 하는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다른 변환 및 조명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래픽스 하드웨어 자체를 변경하거나 변환 및 조명 효과 영역

(66)에 저장되는 제1 함수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행렬 연산은 평면 상의 각 점을 또 다른 평면 상의 점으로

대칭시킬 뿐이며, 평면이 아닌 새로운 면(예를 들어, 깃발이 펄럭이거나 물이 일렁이는 때의 표면)으로는 대칭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픽스 하드웨어에 전송하며 그래픽스 하드웨어에서

는 사용자가 전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점(vertex)과 픽셀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OpenGL ES 2.0에서는 프로

그래밍 가능한 쉐이더(programmable shader)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OpenGL ES 2.0을 지원하는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도 2에 도시된 메모리 구조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메모리 구조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가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픽스 하드웨어에 전송하며 그래픽스 하드

웨어에서는 사용자가 전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점과 픽셀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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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기본의 복잡한 조명 계산이나 좌표 변환 연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하여 3차원 그래픽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이외의 목적들은 하기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programmable shader) 기반의

그래픽 연산을 지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있어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입력된 하나 이상의 쉐이더 프로그램을 링크(link)하여 생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

하는 시스템 메모리; 및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중에서 상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의해 선택되는 프

로그램 및 데이터를 적재하여 실행하는 그래픽스 하드웨어(graphics hardware)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는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을 구분짓는 쉐이더 식별정보,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의 소스인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shader program source),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가 컴파일된 결과인 컴파일 코드 및 상기 쉐

이더 프로그램 소스에 선언된 상수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 영역; 및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의 각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에 상응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 영역

의 컴파일 코드를 링크하여 생성되는 상기 프로그램 및 상기 프로그램의 실행시 참조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객

체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쉐이더 객체 영역은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식별 영역;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소

스 영역; 상기 컴파일 코드를 저장하는 코드 영역; 및 상기 상수를 저장하는 상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별 영역은 정수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는 상기 쉐이더 객체 영역 간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정수값

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소스 영역은 문자열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는 고수준 언어(high-level

language)로 작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코드 영역은 이진데이터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컴파일 코드는 기계어 코드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상수 영역은 실수배열형 저장영역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상기 프로그램 객체 영역은 하나 이상의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쉐이더 식별 영역; 상기 프로그램

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영역; 및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쉐이더 식별 영역은 정수배열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쉐이더 식별정보는 각 쉐이더 간에 중복되지 않는 정수형 값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 영역은 이진데이터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컴파일 코드가 링크된 기계어

코드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영역은 실수배열형 저장영역이고, 상기 데이터는 상기 쉐이더 객체 영역의 상수를 포함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프로그램 객체 영역은 둘 이상이고, 상기 프로그램 객체 영역 간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정수값인 프로그램 식

별정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식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응용프로그램

영역; 상기 선택된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데이터 영역; 및 상기 응용프로그램 영역에 적재된 프로그램이

상기 데이터 영역에 적재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정해진 동작을 수행한 결과를 외부로 출력하는 출력 데이터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기반의 그래픽 연산을 지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및 메모리 연산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명세서의 설명 과정

에서 이용되는 숫자(예를 들어, 제1, 제2 등)는 동일 또는 유사한 개체를 순차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식별기호에 불과하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구조를 가지는 3차원 데이터 처리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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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구조는 OpenGL ES 2.0에서 제안하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변환 및 조명 효과 모듈(215)을 버

텍스 쉐이더(Vertex Shader; 310)로, 텍스처 연산 모듈(230), 색상 합계 모듈(235), 안개 효과 모듈(240)을 프래그먼트

쉐이더(Fragment Shader; 320)로 대체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르는 그래픽스 하드웨어(300)는 도 1에 도시된 그래픽스 하

드웨어(200)와 달리 버텍스 쉐이더(310) 및 프래그먼트 쉐이더(320)를 적재한다. 여기서, 버텍스 쉐이더(310), 프래그먼

트 쉐이더(320)는 사용자가 고수준(high-level)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쉐이더 구조를 가진다. 대체된 버텍스 쉐이

더(310), 프래그먼트 쉐이더(320)는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의 고정된 기능 대신에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행함

으로써 자유롭게 3차원 그래픽 표현을 할 수 있다.

버텍스 쉐이더(310)는 3차원 상에 위치하는 정점 데이터를 입력받고, 사용자에 의한 효과가 적용된 각 정점의 화면 상에서

의 위치, 색상 그리고 추가 정보를 출력한다. 여기서, 정점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로서, 3차원 위치, 색상, 법선 벡터, 텍스

처 좌표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0)를 통해 버텍스 쉐이더(310)를 그래픽스 하드웨어(200) 상의 미리 지정된 영역에

적재하고, 정점 데이터를 버텍스 버퍼 객체(205)에 저장한다. 그리고 정점 데이터의 처리는 적재된 버텍스 쉐이더(310)에

의해 수행된다.

프래그먼트 쉐이더(320)는 프래그먼트에 전달된 색상 및 텍스처 좌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프래그먼트의 색상을 결

정한다. 프래그먼트는 래스터라이저(225)에 의해 결정된 픽셀들의 집합이다. 래스터라이저(225)는 3차원 화상이 표현될

화면 상에서 버텍스 쉐이더(310)에 의해 결정된 각 정점의 위치와 대응되는 각 픽셀들을 3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형

태의 평면 내에 포함되는 픽셀들을 결정한다.

프래그먼트 쉐이더(320)는 프래그먼트를 구성하는 3개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정점 데이터에 포함된 색상, 텍스처 좌표 등

을 이용하여 해당 프래그먼트의 색상을 결정하게 된다.

도 4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를 사용함에 있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3차원 데이터 즉, 정점 데이터를 처리하는 3차원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410)을 작성한다. 3차

원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410)은 정점의 위치 변환 및/또는 조명 효과를 위해 다양한 효과가 적용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깃발을 나타내는 평면 상의 정점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든다. 기존에는 행렬연산 밖에 되지 않아 평면은 또다른 평

면으로만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깃발이 펄럭이는 형태의 3차원 형상을 구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버텍스 쉐이

더(310)를 이용하여 사인(sine) 함수, 코사인(cosine) 함수, 로그(log) 함수, 지수(exponential) 함수에 의해 각 정점 데이

터들이 변환되도록 하면 기존과 달리 복잡한 형태의 변환이 가능하게 되어 깃발이 펄럭이는 형태의 3차원 형상이 구현될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는 3차원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410)을 그래픽스 하드웨어(420)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번역한다. 그래픽스 하드웨어(420)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는 이진데이터로 구성되는 기계어 코드

(machine code)인 것이 바람직하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는 OpenGL ES 2.0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추후

OpenGL ES의 확장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함은 물론이다.

OpenGL ES 2.0에 의할 때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쉐이더 객체(shader object)와 프로그램 객체

(program object)의 두 종류의 객체를 사용한다. 쉐이더 객체는 버텍스 쉐이더 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모듈을 나타내고,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shader source)와 그 컴파일 결과를 저장한다. 프로그램 객체는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

더로 이루어진 단일 실행 단위의 쉐이더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쉐이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를 링

크(link)시켜 단일 실행 단위의 실행 코드를 생성하고 저장한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는 쉐이더 객체, 프로그램 객체를 생성 및 관리하고,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에 적합한 데

이터와 명령 즉, 쉐이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기능들로 이루어진다.

그래픽스 하드웨어(300)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로부터 버텍스 쉐이더 및/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상응하는

쉐이더 프로그램을 전달받고, 각 쉐이더를 실행시켜 렌더링 동작이 수행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스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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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는 각 쉐이더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기반의 하드웨어인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그래픽스 하드웨어(300)는 쉐이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로부

터 전달받는다.

상술한 과정에 의해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기반의 그래픽스 하드웨어

(30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 등은 도 2에 도시된 시스템 메모리(10)와는 다른 메모리 구조를 필요로 한다. 도 5

이하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스 하드웨어(30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

스템 메모리의 구조 및 메모리 연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임베디드 시스템의 시스템 메모리(500)와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시스템 메모리(500)와 그래픽스 하드웨어(30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은 이동 통신

단말기, 개인 휴대 단말기(PDA),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PMP) 등의 모바일 장치, 자동차 제어장치, 냉장도 제어장치,

공장로봇 제어장치 등을 의미한다.

시스템 메모리(500)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410)에 의해 3차원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400)을 그래픽스 하드웨어

(300)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번역한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 활용된다.

시스템 메모리(500)는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 영역(510a, 510b)과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을 포함한다. 도 5에서는 2

개의 쉐이더 객체 영역(510a, 510b)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개의 쉐이더 객체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쉐이더 객체 영역(510a, 510b)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쉐이더 객체 영역(510a)에 대해

서 설명한다.

쉐이더 객체 영역(510a)는 식별 영역(512a), 소스 영역(514a), 코드 영역(516a) 및 상수 영역(518a)을 포함한다.

식별 영역(512a)은 각각의 쉐이더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쉐이더 식별정보를 저장한다. 쉐이더 식별정보는 각 쉐이더 객체

간의 구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정수형 값이다. 따라서, 식별 영역(512a)는 정수형 저장 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쉐

이더 프로그램이 하나인 경우에는 구별이 필요없으므로, 식별 영역(512a)이 쉐이더 객체 영역(510) 내에 할당되지 않을

수 있다.

소스 영역(514a)은 각각의 쉐이더 객체에 해당하는 쉐이더 프로그램의 소스인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shader program

source)를 저장한다.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는 사용자가 쉽게 작업가능한 고수준 언어(high-level language)로 작성될 수

있다.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는 앞서 설명한 3차원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400) 자체이거나, 3차원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400)을 구성하는 다수의 쉐이더 프로그램 중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소스 영역(514a)은 고수준 언어로 작성된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형 저장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코드 영역(516a)은 소스 영역(514a)에 저장된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를 컴파일한 결과인 컴파일 코드(compiled code)를

저장한다. 컴파일 코드는 소스 영역(514a)에 저장된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를 컴퓨터나 프로그램 실행 하드웨어, 디지털 장

치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기계가 판독가능한 기계어 코드 즉, 이진데이터이다. 따라서, 코드 영역(516a)은 이진데이터형

저장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수 영역(518a)은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에서 선언되고 추후 쉐이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참조되는 상수들을 저장한다.

상수는 자연수, 정수, 실수 등이 가능하나, 가장 넓은 범위를 담당할 수 있는 실수형(floating type)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

라서, 상수 영역(518a)은 여러 개의 상수가 저장되도록 실수배열형 저장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코드 영역(516a) 및/또는 상수 영역(518a)은 소스 영역(514a)에 저장된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의 내용을 기계가

판독가능하도록 컴파일한 결과물을 저장한다. 따라서, 코드 영역(516a) 및/또는 상수 영역(518a)은 미리 할당되지 않고

추후 해당 쉐이더 객체가 호출되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 때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를 컴파일하고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할당될 수도 있다.

쉐이더 객체 영역(510a)은 앞서 상술한 정점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버텍스 쉐이더(310) 또는 프래그먼트의 색상을 결정하

는 프래그먼트 쉐이더(320)를 위한 저장영역일 수 있다. 그 외에도 OpenGL ES의 확장에 의해 고정된 기능을 하는 그래픽

스 하드웨어(300)의 모듈을 대체하는 쉐이더를 위한 저장영역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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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은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쉐이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버텍스 쉐이더(310) 만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버텍스 쉐이더 프로

그램만으로 구성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320)만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며, 버

텍스 쉐이더(310)와 프래그먼트 쉐이더(320)를 모두 대체하는 경우에는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과 프래그먼트 쉐이더 프

로그램의 링크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 및/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효과의 종류에 따라 하나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은 프로그램 식별 영역(522), 쉐이더 식별 영역(524), 프로그램 영역(526) 및 데이터 영역(528)

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식별 영역(522)은 각각의 프로그램 객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저장한다. 프로그램 식

별정보는 각 프로그램 객체 간의 구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정수형 값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식별 영역(522)는 정수

형 저장 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쉐이더 식별 영역(524)은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쉐이더 프로그램에 상응

하는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510a 또는 510b)를 구별할 수 있는 쉐이더 식별정보를 저장한다. 쉐이더 식별정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쉐이더 객체 간의 구분을 위해 중복되지 않는 정수값이 할당되는 바, 쉐이더 식별 영역(524)은 정수배열

형 저장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영역(526)은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에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쉐이더 객체 영역(510a 또는

510b)의 코드 영역(516a 또는 516b)에 저장된 컴파일 코드들을 링크하여 생성된 기계어 코드인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프

로그램은 기계에서 판독가능한 이진데이터이고, 프로그램 영역(524)은 이진데이터형 저장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

그램 객체 영역(520)의 쉐이더 식별 영역(524)에 저장된 쉐이더 식별정보로부터 해당 쉐이더 객체 영역(510a 또는 510b)

에 억세스하여 코드 영역(516a 또는 516b)에 저장된 컴파일 코드를 읽어와 링크한다.

데이터 영역(528)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쉐이더 객체 영역(510a 또는 510b)의 상수 영역(518a 또는 518b)에 저장된

상수들 및/또는 프로그램이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에서 동작시에 참조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수들 또는 데이터는 자

연수, 정수, 실수 등이 가능하나, 가장 넓은 범위를 담당할 수 있는 실수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데이터 영역(528)은

여러 개의 상수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실수배열형 저장영역인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의 쉐이더

식별 영역(524)에 저장된 쉐이더 식별정보로부터 해당 쉐이더 객체 영역(510a 또는 510b)에 억세스하여 상수 영역(518a

또는 518b)에 저장된 상수들을 읽어온다.

그래픽스 하드웨어(300)는 데이터 영역(552), 응용프로그램 영역(554), 출력 데이터 영역(556)을 포함한다. 출력 데이터

영역(556)은 응용프로그램 영역(554)에 적재된 프로그램이 동작 수행한 결과를 저장하고 외부로 출력한다.

데이터 영역(552)은 시스템 메모리(500)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객체 영역 중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객체 영역

(520)의 데이터 영역(528)에 저장된 상수 및/또는 데이터를 적재한다. 상수 및/또는 데이터는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에

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 참조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의 메모리에 저장될 필요가 있다.

응용프로그램 영역(554)은 시스템 메모리(500)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객체 영역 중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의 프로그램 영역(526)에 저장된 프로그램 즉, 기계어 코드를 적재한다. 이후 적재된 기계어 코드는 그래픽스 하

드웨어(300) 상에서 데이터 영역(552)에 저장된 값을 참조하며 정해진 동작(예를 들어, 렌더링)을 수행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쉐이더 객체 영역의 생성 방법의 흐름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객체 영역의 생성 방법의 흐름도이며,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연산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단계 S610에서 시스템 메모리(500) 내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0)를 통해 입력된 쉐이더 프로그

램 소스에 상응하는 쉐이더 식별정보 및 쉐이더 객체 영역(510a) 공간을 생성한다. 쉐이더 식별정보는 이전에 시스템 메모

리(500) 상에 존재하는 쉐이더 객체 영역(510a)의 식별정보와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쉐이더 객체 영역(510a)이 생성되

면, 내부에 식별 영역(512a), 소스 영역(514a), 코드 영역(516a) 및 상수 영역(518a)이 자동 할당된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CreateShader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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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620에서 소스 영역(514a)에 입력된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한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에서는 glShaderSource이 이에 해당한다.

단계 S630에서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를 컴파일하여 생성되는 컴파일 코드 및 상수를 각각 코드 영역(516a) 및 상수 영역

(518a)에 저장한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CompileShader이 이에 해당한다.

상술한 단계 S610 내지 S630을 통해 특정 쉐이더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하나의 쉐이더 객체 영역(510a)이 생성된다. 사용

자가 입력하는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마다 단계 S610 내지 S630을 반복하여 다수의 쉐이더 객체 영역(510a 또는 510b)을

생성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단계 S710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100)의 명령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500) 내에 특정 3차원 효

과를 내는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식별정보 및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 공간을 생성한다. 프로그램 식별정보는

이전에 시스템 메모리(500) 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의 식별정보와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프로그램 객

체 영역(520)이 생성되면, 내부에 프로그램 식별 영역(522), 쉐이더 식별 영역(524), 프로그램 영역(526) 및 데이터 영역

(528)이 자동 할당된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CreateProgram이 이에 해당한다.

단계 S720에서 쉐이더 식별 영역(524)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쉐이더 프로그램이 저장된 쉐이더 객체 영역(510a 또

는 510b)의 쉐이더 식별정보를 저장한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AttachShader이 이에 해당

한다.

단계 S730에서 프로그램 영역(526)에 쉐이더 식별 영역(524)에 저장된 쉐이더 식별정보에 상응하는 쉐이더 객체 영역

(510a 또는 510b)의 코드 영역(516a 또는 516b)에 저장된 컴파일 코드를 링크하여 생성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LinkProgram이 이에 해당한다.

단계 S740에서 데이터 영역(528)에 쉐이더 식별 영역(524)에 저장된 쉐이더 식별정보에 상응하는 쉐이더 객체 영역

(510a 또는 510b)의 상수 영역(518a 또는 518b)에 저장된 상수들 및/또는 프로그램이 동작 수행시 참조하는 데이터를 저

장한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GetUniformLocation과 glUniform{1234}{if}[v]이 이에 해

당한다.

상술한 단계 S710 내지 S740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이 생성된다. 단계 S710

내지 S740을 반복하여 다수의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을 생성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단계 S810에서 하나 이상의 쉐이더 객체 영역(510a 또는 510b)을 생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6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단계 S820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을 생성한다. 이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7에 상세히 도

시되어 있다.

단계 S830에서 특정 렌더링에 사용할 프로그램 객체를 선택한다. 프로그램 객체의 선택은 프로그램 식별정보를 시스템 메

모리(500) 또는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의 미리 지정된 주소(address)에 기록하는 등의 동작으로 가능하다. OpenGL ES

2.0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UseProgram이 이에 해당한다.

단계 S840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객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의 프로그램을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의 응

용프로그램 영역(554)에 적재한다. 단계 S850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객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객체 영역(520)의 상수 및

/또는 데이터를 그래픽스 하드웨어(300)의 데이터 영역(552)에 적재한다. 단계 S840과 단계 S850은 순서에 상관없이 진

행되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단계 S860에서 그래픽스 하드웨어(300)는 적재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시작한다. OpenGL ES 2.0 응

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는 glDrawArray, glDrawElement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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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임베디드 시스템은 사용자가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픽스

하드웨어에 전송하며 그래픽스 하드웨어에서는 사용자가 전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점과 픽셀들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본의 복잡한 조명 계산이나 좌표 변환 연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하여 3차원 그래픽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버텍스 변환 과정에 있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등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평면 상의 정

점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면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OpenGL ES 2.0 고수준 쉐이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조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의 구조를 개발하여, 버텍스 쉐

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외에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고정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쉐이더 또는 OpenGL ES의 확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

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정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는 3차원 데이터 처리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그래픽스 하드웨어와 시스템 메모리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 구조를 가지는 3차원 데이터 처리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를 사용함에 있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임베디드 시스템의 시스템 메모리와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메모리 구조를 나

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쉐이더 객체 영역의 생성 방법의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객체 영역의 생성 방법의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연산 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0 : 시스템 메모리

510a, 510b : 쉐이더 객체 영역

520 : 프로그램 객체 영역

300 : 그래픽스 하드웨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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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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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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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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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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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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