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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및 장치는 투시변환에 의해 TMD포맷의 3차원 화상데이터를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좌표변환수단으로써 작동하는 지오메트리트랜스퍼엔진(GTE)(61)과, 소정의 전송표준으로 2차원 화상데이터를 전송
하여 2차원 표시화면상에 화상을 그리기 위한 드로잉수단으로써 작동하는 그래픽처리부(GPU)(62)와를 포함한다. 투
시변환될 정보를 제외한 3차원 화상데이터의 구조는 2차원 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전송표준의 구조와 동일하게 배열된다. 
따라서, GTE(61)에 있어서, 투시변환될 정보는 그 구조가 2차원 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전송표준의 구조와 동일한 3차
원 화상데이터에서 그외의 데이터가 식별되고, 투시변환이 행해지고, 그 구조가 2차원 화상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소
정의 전송표준의 구조와 동일한 그외의 데이터와 조합된다. 그러므로, 변환될 데이터를 포함하는 원 포맷화일은 새로운 
포맷을 가지는 화일로 쉽게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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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데이터 처리장치의 전반적인 시스템배치에 대한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제 2도는 디스플레이상의 표시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도는 디스플레이상의 표시의 세팅을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4도는 드로잉을 위한 클리핑기능을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5도는 텍스쳐 페이지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6도는 CLUT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7도는 스프라이트를 그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8도는 프레임 더블버퍼링을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9도는 TOD화일의 포맷을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0도는 TOD포맷에서 " FRAME" 의 포맷을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1도는 " FRAME" 중의 " PACKET" 의 포맷을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2도는 속성유형 중 " 패킷데이터(packet data)"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3도는 광원계산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4도는 좌표(RST)유형의 " 플래그(flag)"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5도는 좌표(RST)유형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6도는 ID유형의 TMD데이터중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7도는 호스트 물체 ID유형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8도는 매트릭스유형의 " 패킷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19도는 광원유형의 " 플래그"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0도는 광원유형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1도는 카메라유형의 " 플래그"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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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도는 " 카메라 타입(camera type)" 이 제로일 때 다른 비트의 지정을 성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3도는 " 카메라 타입" 이 1일 때 다른 비트의 지정을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4도는 카메라유형의 " 패킷데이터" 의 제 1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5도는 카메라유형의 " 패킷데이터" 제 2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6도는 TMD포맷을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7도는 TMD포맷 중 " 헤더(HEADER)" 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8도는 TMD포맷 중 " 오브젝트테이블(OBJTABLE)" 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29도는 TMD포맷의 " 프리미티브(PRIMITIVE)" 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0도는 프리미티브의 " 모드(mode)"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1도는 프리미티브의 " 플래그"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2도는 TMD포맷의 " 버텍스(VERTEX)" 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3도는 TMD포맷의 " 노말(NORMAL)" 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4도는 고정된 소수점 소수부의 포맷을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5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내의 TBS 파라미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6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내 CBA 파라미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7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변경을 나타내며, 광원계산 및 삼각형 폴리곤의 적용으로 " 모드" 의 비트지
정에 대한 다이아그램이다.

제 38도는 광원계산 및 삼각폴리곤의 적용으로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39도는 삼각형 폴리곤을 적용하고 광원계산은 없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
다.

제 40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변경을 나타내며, 광원계산 및 사각형 폴리곤의 적용이 있는 " 모드" 의 비
트지정의 다아아그램이다.

제 41도는 광원계산이 있고 사각형 폴리곤을 적용하여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
다.

제 42도는 광원계산없이 사각형 폴리곤을 적용하여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43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변경을 나타내며, 직선드로잉의 " 모드" 의 비트지정의 다이아그램이다.

제 44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변경을 나타내며, 직선드로잉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에 대한 다이아그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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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변경을 나타내며, 3-차원 스프라이트드로잉의 " 모드" 의 비트지정의 다이
아그램이다.

제 46도는 프리미티브의 " 패킷데이터" 의 변경을 나타내며 3차원 스프라이트드로잉의 " 패킷데이터" 의 구조에 대한 
다이아그램이다.

제 47도는 본 발명의 TMD포맷데이터를 투시변환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도이다.

제 48도는 통상의 3차원 그래프좌표변환장치에서 실행되는 작동의 순서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제 49도는 물체의 쉐이딩이 리얼타임에 실행되지 않을 때 죄표변환장치의 작동순서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제 50도는 TMD포맷의 또 다른 실시예의 다이아그램이다.

제 51도는 제 50도의 실시예에 대한 TMD포맷에서 " 폴리곤데이터(polygon data)" 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
다.

제 52도는 또 다른 실시예에 대한 " 패킷데이터" 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53도는 종래 기술의 화상생성장치(또는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의 시스템배치를 설명하는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제 54도는 종래 기술의 화상생성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바와 같은 화상생성방법을 설명하는 연합블럭 및 개략적 다이아
그램이다.

제 55도는 종래기술 화상데이터 처리시스템의 배치를 나타내는 블럭다이아그램이다.

제 56도는 물체형태데이터에 대한 종래화일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 57도는 " 패킷데이터" 용 종래화일의 구조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50. 메인제어기모듈 51. CPU

52. 주변장치제어기 53. 주메모리

54. ROM 60. 그래픽모듈

61. GTE 62. GPU

63. 프레임버퍼 64. MDEC

70. 사운드모듈 71. 사운드처리부

72. 사운드버퍼 73. 스피커

80. 광학디스크 데어기모듈 81. CD-ROM 드라이브

82. 디코더 90. 통신제어기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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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통신제어장치 92. 제어기

93. 서브메모리(메모리카드) 391. CPU

392. 주메모리 393. 인터페이스

395. 소스비디오메모리 396. 비디오프로세서

397. 오디오프로세서 398. 오디오메모리

200. 배경 400. 동기화발진기

401. 독출어드레스테이블 402. 프라이오리티테이블

403. 겹침프로세서 404. 투명색처리부

501. 좌표변환장치 502. 표시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화상데이터처리와 관련되며, 특별히 데이터처리에 의한 향상된 화상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의 개선과 그러한 화상데이터를 담고 있는 기록매체에 관련된다.

    
종래기술에 있어서, 텔레비젼 수신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의 모니터나 CRT디스플레이, 마이크로컴퓨터, 또는 그래픽
컴퓨터상에 생성되는 화상은 보통 실제적으로 2차원으로 실행된다. 그러한 화상은 보통 2차원의 캐릭터나 물체를 평면
의 2차원 배경상에서 이동시키고 변화시킴으로서 동영상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2차원의 화상이나 영상은 배경의 모델
링과 캐릭터물체의 이동 모두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특히 비디오게임에 있어서 보다 현장감 있는 화상을 얻
는데 실패하게 된다.
    

    
개선을 위해서, 고도로 현장감 있는 3차원의 화상이나 영상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왔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하에 설명된다. 여러 방향으로부터 보여지는 캐릭터물체의 소정의 다양한 이동 중 하나가 화상에서 관점의 변화와 같
은 시각변화에 따라서 선택되고 표시된다. 또한, 시뮬레이션된 3차원화상은 다수의 2차원 그래픽을 깊이방향으로 하나 
위에 다른 하나를 겹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폴리곤의 표면이 화상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물질이나 패턴의) 텍
스쳐맵으로 채워지는 텍스쳐맵핑(texture mapping)법이 제공될 수 있다. 다른 방법에 있어서, 색변화는 컬러록업(co
lor lookup) 테이블을 이용하여 화상의 컬러데이터를 변경함으로써 형성된다.
    

종래기술의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의 전형적인 예에 있어서, 조작정보는 엔트리패드(entry pad)나 조이스틱과 같은 입
력장치로부터 입력되어서, 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된 CPU의 작동에 의해서 메인버스를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가
로질러서 전달된다. 조작데이터의 입력시에, 주메모리에 기억된 3차원 데이터가 일시적 기억을 위해서 비디오프로세서
의 작동에 의해서 소스비디오메모리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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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의 CPU는 또한 그들을 화면상에서 하나 위에 또 다른 하나를 겹치기 위해서 소스 비디오 메모리로부터 일련의 화
상데이터 세그먼트(segment)를 독출하는 특정순서를 비디오프로세서에 전송하는 작동을 한다. 화상데이터 세그먼트
의 독출순서에 따라서, 비디오프로세서는 소스비디오메모리로부터 화상데이터세그먼트를 독출하여서 오버랩된 배열로 
그들을 표시한다.

화상데이터세그먼트가 독출되고 표시되는 동안에, 조작정보의 오디오 구성요소는 화상데이터와 동시에 발생하기 위해
서 오디오메모리로부터 상응하는 오디오데이터를 차례로 픽업하는 오디오프로세서로 이송된다.

예를 들어 소스비디오메모리는 배경으로 체커판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원통형 물체의 단면을 나타내는 일군의 스프라
이트나 직사각형 화상시그먼트를 가질 수도 있다. 스프라이트상의 원통형물체의 단면 외의 다른 영역은 투명하게 그려
질 것이다.

비디오프로세서 내에 장착된 동기화발진기는 화상데이터의 동기화신호에 대응해서 독출어드레스신호를 생성한다. 동기
화발진기의 독출어드레스신호는 메인버스를 통해서 CPU에 의해 결정되는 독출어드레스테이블로 전송된다. 동기화 생
성기는 또한 독출어드레스테이블로부터의 신호에 대응해서 소스비디오메모리로부터의 화상세그먼트를 독출한다.

그때 독출된 비디오데이터세그먼트는 그들이 메인버스를 통해서 CPU로부터 전달되고 프라이오리티테이블(priority t
able)에 의해 결정된 순서대로 하나 위에 다른 하나가 오버랩되는 오버랩 프로세서로 이송된다. 그 배경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직사각형의 스프라이트가 따르기 때문에, 일군의 스프라이트는 배경상에 하나 위에 또 다른 하나가 포
개지도록 놓여진다.

그때, 배경상에서 하나 위에 또 다른 하나가 오버랩되는 상술의 스프라이트의 원통형 물체의 단면 외의 다른 영역은 적
절한 투명화프로세서에 의해 투명하게 된다.

그 결과,원통형 물체의 2차원 화상데이터가 원화상의 3차원데이터(VD0)로서 재생될 수 있다.

그러나, 소정의 포맷의 새로운 화일의 생성은 원데이터를 그 소정의 모양으로 변환하고 그후 원데이터의 소정의 모양을 
새로운 화일로 포맷할 필요가 있다.

원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처리방법은 물체의 기하학적데이터나 원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으로부터 2차
원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는 3차원그래픽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처리를 포함하며 그것은 어떠한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은 원기하학적물체의 3차원그래픽데이터가 2차원화면상에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생성되고, 단말기로 공급
된 물체의 원기하학데이터가 소정의 포맷의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기 위한 좌표변환장치에 의해 처리되고 이것은 드로
잉을 위해 렌더링장치로 전송되는 일련의 화상데이터처리(이하에는 3차원그래픽처리라 칭함)를 포함한다.

    
원기하학적 데이터는 일군의 폴리곤(삼각형, 사각형 및 다른 모양을 포함하는 그래픽의 단위형상이며, 드로잉장치에 의
해 다루어짐)으로 구성되며. 디스플레이상에 3차원모델로써 표현된다. 각 폴리곤데이터는 폴리곤의 유형(삼각형, 사각
형 등), 폴리곤의 속성(투명 또는 반투명), 폴리곤의 색, 정점을 나타내는 3차원좌표, 정점을 가로지르는 법선을 나타
내는 3차원벡터와, 텍스쳐데이터의 기억위치를 나타내는 2차원좌표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기하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화일포맷으로 알려진다.
    

    
좌표변환장치의 처리작동에 의해 생성된 포맷의 패킷데이터는 표시기의 화면상에 폴리곤을 그리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정보에는 폴리곤의 유형(삼각형, 사각형 등), 폴리곤의 속성(투명 또는 반투명), 정점을 나타내는 2차원좌
표, 정점의 색, 텍스쳐데이터의 기억위치를 나타내는 2차원좌표를 포함한다. 제 57도는 일련의 패킷데이터를 담고있는 
보통의 화일의 전형적인 포맷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코드(CODE)는 구성요소와 유형(폴리곤, 라인, 스프라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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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코드이며, V 및 U는 각각 X및 Y좌표치를 나타내며, 텍스쳐소스영역에서 R, G및 B는 각각 폴리곤의 삼원
색의 R, G, B값이며, X 및 V는 폴리곤의 정점을 나타내는 각각의 X 및 Y좌표치이다. 패킷데이터의 길이 및 내용은 폴
리곤의 모양과 크기에 의존해서 변화한다.
    

상기 설명의 포맷의 기존화일을 새롭고 개선된 포맷의 화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이 좌표변환장치에서 실행
되어야만 한다.

1. 폴리곤의 각각의 모양에 대한 데이터의 소정의 패킷의 크기가 계산되어, 이용 가능한 메모리의 소정의 영역에 기억
된다.

2. 그때 다음절차가 각 폴리곤에 대해 반복된다.

(1) 폴리곤의 유형 및 속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워드를 형성하고, 패킷데이터의 영역(0)에 기록된다.

(2) 정점의 색은 폴리곤의 색과 정점의 법선으로부터 결정되어서, 괘킷데이터의 영역(0) 및 두개의 영역(3, 6)에 기록
된다.

(3) 2차원좌표는 정점의 3차원좌표로부터 계산되어서, 패킷데이터의 영역(1, 4, 7)에 기록된다.

(4) 텍스쳐의 2차원좌표는 패킷데이터의 영역(2, 5, 8)에 기록된다.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이들 3단계는 원화일(물체모양 데이터화일)로부터 화상데이터의 새로운 화일(패킷데이터 
화일)을 생성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1. 메모리영역이 새로운 화일을 생성하기 위해 보호된다.

2. 원화일내의 데이터가 포맷되고 기억된다.

3. 원화일데이터로부터 계산된 데이터가 새로운 포맷으로 기억된다.

상술의 단계(1∼3)는 시간적으로나 노력면에서나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변환될 원화상데이터를 함유하는 화일이 쉽게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되는 향상된 화상데이터처리와, 그러한 화
상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화상데이터처리장치 및 그러한 향상된 화상데이터를 담기 위한 기록매체에 대한 요구가 오
랫동안 있어 왔다. 본 발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일반적 용어로 간단히 말해서, 본 발명은 변환될 원화상데이터를 함유하는 화일은 용이하게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될 수 
있는 화상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새롭고도 개선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러한 화상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한 화상데이터처리장치 및 그러한 향상된 화상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제한되는 것은 아닌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른 화상데이터 생성방법은 투시변환에 의해 3차원 화상데이터를 2차원 화
상데이터로 변환하는 것과, 소정의 전송표준으로 2차원의 화상데이터를 이송하여 2차원 표시화면상에 화상을 그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방법은 투시변환될 정보를 제외한 3차원의 화상데이터의 구조를 포함하며, 2차원 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전송표
준의 구조와 동일하게 배열된다. 3차원 화상데이터는 2차원표시화면상에 그려질 물체의 쉐이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다. 3차원 화상데이터 및 2차원 화상데이터의 구조는 하나나 그 이상 워드의 최소유닛이 서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3차
원 화상데이터는 2차원데이터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7 -



등록특허 10-0362704

 
    
유사하게 본 발명에 따른 화상데이터 처리장치는 투시변환에 의해서 3차원 화상데이터를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좌표변환수단과, 2차원의 화상데이터를 2차원의 표시 화면상에 화상을 그리기 위해 소정의 전송표준으로 이송하
기 위한 것이며 투시변환될 정보를 제외하는 3차원 화상데이터의 구조가 2차원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전송표준의 구조와 
동일하게 배열되는 드로잉 수단과를 포함한다. 좌표변환수단은 투시변환될 정보를 2차원 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전송표
준과 같은 구조가 되는 3차원화상데이터의 다른 정보와 구별하여 투시변환을 행하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2차원화
상데이터 생성을 위해 소정 전송표준의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한다. 앞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한 3차원 화상데
이터는 2차원 표시 화면상에 그려질 물체의 쉐이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매체는 본 발명의 상술된 방법 및 장치에 의해 형성된 화상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투시변환될 정보를 제외한 3차원 화상데이터의 구조가 2차원 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전송표준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소
정의 전송표준의 2차원 화상데이터는 투시변환될 정보를 간단히 처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더우기, 3차원 화상데이터가 2차원 표시화면상에 그려질 물체의 쉐이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물체에 대한 쉐이딩
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어떠한 첨가계산도 2차원 화상데이터의 생성동안에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변환될 원화상데이터를 함유하는 화일이 용이하게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되도록 하는 향상된 화상
데이터처리와, 그러한 화상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화상데이터처리장치 및 그러한 향상된 화상데이터를 담기 위한 기록
매체에 대한 오랫동안의 존재필요를 충족시킨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및 이점은 표시된 실시예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때 이하에 더욱 상세화된 설명
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을 참조함에 있어서, 동일한 도면부호는 도면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종래기술의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의 전형적인 일례가 제 53도에 표시된다. 제 53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엔트리패드
나 조이스틱과 같은 입력장치(391)로부터 삽입된 조작정보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로 구성된 CPU(391)의 작동에 
의해서 인터페이스(393)를 가로질러서 통과되며, 메인버스(399)를 따라서 입력된다.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작데
이터의 입력시에 주메모리(392)내에 기억된 3차원데이터는 비디오프로세서(396)의 작동에 의해서 일시적 기억을 위
해 소스비디오메모리(395)로 전송된다.
    

CPU(391)는 또한 일련의 화상데이터 세그먼트를 화면에 그 하나 위에 다른 하나가 오버랩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스비
디오메모리(395)로부터 독출하는 특정순서를 비디오프로세서(396)에 전송하도록 작동한다. 화상데이터 세그먼트를 
독출하는 순서에 따라서, 비디오프로세서(396)는 화상데이터 세그먼트를 소스비디오메모리(395)로부터 독출하여서 
그들을 오버랩배열로 표시한다.

화상데이터 세그먼트가 독출되고 표시되는 동안에, 조작정보의 오디오구성요소는 화상데이터와 동기화하기 위해 오디
오메모리(398)로부터의 상응하는 오디오데이터를 차례로 픽업하는 오디오프로세서(397)로 이송된다.

제 54도에서 잘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제 53도에서 설명된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에 있어서 2차원 데이터포맷에 기초
하여 3차원데이터를 전달하는 절차가 나타난다. 제 54도는 3차원화상에 있어서 체커판유형의 배경상에 원통형 물체의 
표시를 나타낸다.

제 54도의 소스비디오메모리(395)는 체커판유형의 배경(200)과 배경(200)상에 원통 소정의 모양으로 변환하고 그후
에 원데이터의 소정의 모양을 새로운 화일로 포맷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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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처리방법은 소정의 포맷으로부터 2차원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는 3차원그래
픽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물체의 기하학적 데이터나 원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것은 어떤 가정용 비디
오게임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 55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방법은 원기하학적 물체의 3차원그래픽데이터가 2차원의 화면상에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생성되는 일련의 화상데이터처리(이하에 3차원그래픽처리라 칭함)를 포함한다. 제 55도에 나타난 시스템은 
단말기(500)에 공급된 물체의 원기하학적 데이터가 그후 드로잉용 표시장치(502)에 전송되는 소정 포맷의 데이터패
킷을 생성하기 위해서 좌표변환장치(501)에 의해 처리되도록 한다.

    
원기하학적데이터는 일군의 폴리곤(삼각형, 사각형 및 다른 모양을 포함하는 그래픽의 유닛모양이며 드로잉장치에 의
해 다루어짐)으로 구성되며, 디스플레이상에 3차원모델로써 표현된다. 각각의 폴리곤데이터는 폴리곤유형(삼각형, 사
각형 등), 폴리곤의 속성(투명 또는 반투명), 폴리곤의 색, 정점을 나타내는 3차원좌표, 정점을 가로지르는 법선을 나
타내는 3차원의 벡터와, 텍스쳐데이터의 기억위치를 나타내는 2차원좌표를 포함한다. 제 56도는 두개나 그 이상의 기
하학적데이터를 함유하는 이들의 알려진 화일포맷을 나타낸다.
    

    
좌표변환장치(501)의 처리작동에 의해 생성된 포맷의 패킷데이터는 표시화면상에 폴리곤을 그리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정보에는 폴리곤의 유형(삼각형, 사각형 등), 폴리곤의 속성(투명 또는 반투명), 정점을 나타내는 2차원좌
표, 정점의 색, 텍스쳐데이터의 기억위치를 나타내는 2차원좌표를 포함한다. 제 57도는 일련의 패킷데이터를 함유하는 
보통의 화일의 전형적 포맷을 나타낸다. 제 57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CODE는 구성요소의 유형(폴리곤, 라인, 스프라
이트 등)을 나타내며, V 및 U는 각각 X 및 Y좌표치를 나타내며, 텍스쳐소스공간에 있어서 R, G, 및 B는 폴리곤의 삼원
색의 R, G,및 B값을 나타내며, X 및 Y는 폴리곤의 정점을 나타내는 각각의 X 및 Y좌표치를 나타낸다. 패킷데이터의 길
이 및 내용은 폴리곤의 모양과 크기에 의존해서 변화한다.
    

제 56도에 나타난 포맷의 기존화일을 제 57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새롭고도 개선된 포맷의 화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이 좌표변환장치(501)에서 실행되어야만 한다.

1. 폴리곤의 각 모양에 대한 데이터의 원하는 패킷의 크기가 계산되고, 적용가능한 메모리의 소정의 영역내에 기억된다.

2. 그후 다음의 절차가 각 폴리곤에 대해서 반복된다.

(1) 폴리곤의 유형 및 속성이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워드를 형성하며 패킷데이터의 영역(0)내에 기록된다.

(2) 정점의 색은 정점의 법선 및 폴리곤의 색으로부터 결정되며, 패킷데이터의 하나의 영역(0) 및 두개의 영역(3, 6)
에 기록된다.

(3) 2차원좌표는 정점의 3차원좌표로부터 계산되어서 패킷데이터의 영역(1, 4, 7)내에 기록된다.

(4) 그후 텍스쳐의 2차원좌표가 패킷데이터의 영역(2, 5, 8)내에 기록된다.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이들 3단계는 원화일(물체모양 데이터화일)로부터의 화상데이터의 새로운 화일(패킷데이
터화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1. 메모리영역이 새로운 화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보호된다.

2. 원화일내의 데이터가 포맷되고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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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화일데이터로부터 계산된 데이터가 새로운 포맷내에 기억된다.

앞서 설명된 단계(1∼3)는 시간과 노력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향상된 데이터 처리효율에 대한 필요가 있게 
된다.

화상데이터생성 방법의 유형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의 설명에 앞서, 본 발명의 화상데이터 처리방법에 의해 생
성된 화상데이터로부터의 3차원그래픽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화상처리시스템은 제 1실시
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할 때, 제 1도는 가정용 비디오게임기내에 설치된 화상처리시스템의 배열을 나타낸다. 화상처리시
스템은 실제적으로 가정용 비디오게임기나 마이크로컴퓨터나 그래픽 컴퓨터기 장치에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다.

제 1도 실시예의 화상처리시스템은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해 디자인된 광학 디스크(예로 
CD-ROM)와 같은 기록매체로부터 독출된 관련데이터(예로 게임프로그램)를 제어함으로써 오퍼레이터가 게임을 실행
하도록 한다.

    
더우기, 제 1도에 나타난 실시예의 화상처리시스템은 중앙처리장치(CPU) (51)와 그 주변장치(주변장치제어기(52)를 
포함)로 구성된 메인제어기모듈(50)과, 프레임버퍼(63)상에 화상을 그리기 위한 그래픽처리부(GPU)(62)로 실제적
으로 구성된 그래픽모듈(60)과, 사운드처리부(SPU)(71) 및 음악이나 효과음을 발하기 위한 기타장치로 구성된 사운
드모듈(70)과, 보조메모리수단으로 작용하는 광학 디스크(CD-ROM) 드라이브(81)를 제어하며 재생된 데이터를 디
코딩하기 위한 광학디스크 제어기모듈(80)과, 제어기(92)로부터의 공통신호의 엔트리와 서브메모리(또는 메모리카드)
(93)상에 설정하는 게임파라미터에 대한 정보의 입력 및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제어기모듈(90)과, 메인제어기모
듈(50)에서부터 통신제어기모듈(90)까지로 접속된 메인버스(B)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메인제어모듈(50)은 CPU(51)와, 인터럽트작동, 타임시퀀스, 메모리작동 및 다이렉트메모리액세스(DMA)신호의 전송
을 제어하기 위한 주변장치제어기(52)와, 예로 2메가바이트 RAM으로 이루어진 주메모리(53)와, 예로 512킬로바이
트의 ROM(54)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주메모리(53)와 그래픽모듈(60)과 사운드모듈(70)을 작동하기 
위한 오퍼레이팅시스템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다.

CPU(51)는 ROM(54)내에 기억된 오퍼레이팅시스템을 실행하여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32비트의 리듀스트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RISC)이어도 좋다. CPU(51)는 또한 실제기억을 제어하
기 위해서 코맨드캐시(command cashe)와 스크래치 패드(scratch pad) 메모리를 포함한다.

그래픽모듈(60)은 좌표변환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좌표연산용 코프로세서로 구성된 GTE(61)와, CPU(51)로부터의 
코맨드신호에 대응해서 화상을 드로잉하기 위한 GPU(62)와, GPU(62)에 의해 제공된 그래픽데이터의 기억을 위해 예
로 l메가바이트를 가지는 프레임버퍼(63)와, 이산 코사인변환과 같은 직각의 변환처리에 의해 부호화되고 압축된 부호
화된 화상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화상디코더(64)(이하 MDEC라 칭함)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GTE(61)는 병렬로 다수의 계산작동을 실행하기 위한 병렬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어도 좋고, CPU(51)가 광원과 벡터와 
고정된 소수점표시법의 행렬의 계산 및 좌표변환을 위해 고속 작동을 행하도록 코프로세서로써 작동한다.

더우기, GTE(61)는 각 삼각형 폴리곤이 하나의 단일컬러로 그려지는 플랫쉐이딩에 대해 전형적으로 1초당 1,500, 0
00속도로 폴리곤의 좌표연산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은 화상처리시스템이 CPU(51)로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고속으로 좌표연산을 실행할 수 있다.

GPU(62)는 폴리곤이나 그래픽을 프레임 버퍼(63)에 그리기 위한 CPU(51)로부터의 폴리곤 드로잉 명령에 따른다. 
GPU(62)는 1초당 360,000개의 폴리곤을 그릴 수 있으며, 또한 프레임버퍼(63)의 맵핑을 위해서 CPU(51)에 무관한 
2차원 어드레스 공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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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버퍼(63)는 GPU(62)로부터의 드로잉데이터의 독출이나 주메모리(53)로부터의 데이터의 이송과 표시를 위해 
데이터의 독출과 동시에 실행하는 소위 듀얼포트 RAM로 이루어진다.

또한, 프레임버퍼(63)는 16비트포맷에서 수평으로 1024와 수직으로 512인 픽셀행렬을 구성하는 1메가바이트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프레임버퍼(63)의 크기내에서 어떤 원하는 영역은 디스플레이장치와 같은 비디오출력수단(65)으로 
전달될 수 있다.

    
비디오출력으로 전달된 영역외에 프레임버퍼(63)는 GPU(62)의 작동으로 폴리곤이나 그래픽을 드로잉하는 동안 참조
되는 CLUT의 기억을 위한 컬러룩업테이블(이하에는 CLUT라 칭함)영역과, GPU(62)에 의해 그려진 폴리곤이나 그래
픽상에 좌표변환되고 맵핑될 텍스쳐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텍스쳐영역을 포함한다. CLUT 및 텍스쳐영역은 모두 표시
영역의 변화에 의존하여 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프레임버퍼(63)는 표시상의 영역으로 드로잉액세스를 실행하며 주
메모리(53)로부터 또는 그쪽으로의 고속의 DMA전송을 실행할 수 있다.
    

GPU(62)는 또한 플랫쉐이딩외에 폴리곤의 색이 정점색의 보간법에 의해 결정되는 구로쉐이딩(Gouraud shading)법, 
텍스쳐영역으로부터 선택된 텍스쳐가 폴리곤으로 접근되는 텍스쳐맵핑을 실행할 수 있다.

구로 쉐이딩이나 텍스쳐맵핑에 대해서, GTE(61)는 1초당 560,000폴리곤의 속도로 좌표연산을 실행할 수 있다.

MDEC(64)는 CD-ROM디스크로부터 독출되고 주메모리(53)내에 기억된 정지상 또는 동작 화상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CPU(51)로부터 명령신호에 응답하여서, 그후 그것을 다시금 주메모리(53)내에 기억한다. 특별히, MDEC(64)는 
컬러정지화 상압축표준(JPEG로 알려짐)이나 기억매체(MPEG로 알려지며 본 실시예에서 내부프레임 압축용만임)용 
동작 화상 부호화표준의 압축된 데이터를 확장하기 위해 고속으로 역이산 코사인 변환작동(역 DCT라 칭함)을 실행한
다.

재생된 화상데이터는 GPU(62)를 통해서 프레임버퍼(63)로 전송되며, GPU(62)에 의해 그려진 화상용 배경으로써 이
용될 수 있다.

사운드모듈(70)은 음악이나 효과음을 생성하기 위해 CPU(51)로부터의 명령에 응하는 사운드프로세서유닛(SPU)(7
1)과, CD-ROM으로부터 검색된 음성이나 음악소리의 오디오데이터와 음원데이터등을 기억하기 위한 예이며 제한할 
필요는 없이 512 킬로바이트를 가지는 사운드버퍼(72)와, SPU(71)에 의해 발생되는 음악이나 효과음을 출력하기 위
한 사운드출력수단으로써 작동하는 스피커(73)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SPU(71)는 16비트 오디오데이터로부터 변환된 4비트 ADPCM포맷의 오디오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적응 차분펄스 
코드모듈(ADPCM) 신호복호화기능과, 사운드버퍼(72)내에 기억된 음원데이터로 재생하여 음악이나 효과음을 출력하
기 위한 재생기능과, 재생용 사운드버퍼(72)내에 기억된 오디오데이터를 변조하기 위한 변조기능을 가진다. 특별히, S
PU(71)는 CPU(51)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며 루핑이나 시간을 계수로 한 동작파라미터가 자동적으로 조정되
는 24-음성(voice)을 가지는 ADPCM음원을 가진다. SPU(71)는 사운드버퍼(72)로 맵핑된 그 어드레스공간을 제어
하며, CPU(51)로부터 사운드버퍼(72)로의 변조나 키온/키오프의 정보를 가지고 ADPCM데이터의 다이렉트전송에 의
해 오디오데이터의 재생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운드모듈(70)은 CPU(51)로부터의 명령신호를 수신하자마자 사운드버퍼(72)에 기억된 오디오데이터에 상
응하는 음악이나 효과음을 생성하기 위한 샘플링음원으로써 이용된다.

    
광학디스크 제어기모듈(80)은 CD-ROM의 광학디스크로부터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디스크드라이
브(81)와, 에러정정코드(ECC)가 부가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디코더(8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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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디스크로부터 재생된 데이터의 기억을 위한 예를 들어 32킬로바이트의 버퍼(83)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디스
크드라이브(81)와 디코더(82)와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다른 구성부품으로 구성된 광학디스크 제어기
모듈(80)은 또한 CD-DA 및 CD-ROM XA를 포함하는 다른 디스크포맷을 지지하도록 배치된다. 디코더(82)는 또한 
사운드모듈(70)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다.
    

디스크로부터 디스크드라이브(81)에 의해 재생된 오디오데이터는 ADPCM포맷(CD-ROM XA디스크상의 기억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아나로그/디지탈변환에 의해 생성된 공통PCM모드이어도 좋다.

ADPCM데이터는 16비트 디지탈데이터로부터 계산된 4비트차분형으로 기록되어도 좋으며, 먼저 디코더(82)에서 에러
정정 및 복호화 하게 되고, 그것이 D/A변환되는 SPU(71)로 전송되며, 재생용 스피커(73)로 공급된다.

PCM데이터는 16비트 디지탈신호형으로 기록되며, 스피커(73)를 구동하기 위한 디코더(82)에 의해 복호화된다. 디코
더(82)의 오디오출력은 우선 그것이 SPU출력과 혼합되는 SPU(71)로 전송되며 오디오재생용 반향유닛을 통해서 출
력된다.

통신제어기모듈(90)은 메인버스(B)를 따라 CPU(51)와의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제어기장치(91)와, 사용자로부
터의 명령의 입력을 위한 제어기(92)와, 게임설정데이터의 기억을 위한 메모리카드(93)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제어기(92)는 사용자의 지시를 응용소프트웨어로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며, 지시의 입력을 위해16개의 명령키가 
있다. 통신제어기장치(91)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것과 같은 키에 의한 명령은 1초당 60배의 속도로 동기식 모드로 통신
제어기장치(91)로 전달된다. 그후 통신제어기장치(91)는 키명령을 CPU(51)로 전송한다. 제어기(92)는 멀티탭포트
를 통해서 하나씩 다수의 제어기를 접속하기 위해 그 위에 배열된 두개의 접속기를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의 명령을 수신하자마자, CPU(51)는 게임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상응 프로세스작동을 실행하
기 시작한다.

행해질 게임에 대한 초기설정이 필요할 때, CPU(51)는 관련데이터를 메모리카드(93)내로 차례로 기록되는 통신제어
기장치(91)로 전송한다.

메모리카드(93)는 메인버스(B)로부터 분리되어서 메인버스(B)에 전압이 가해진 동안에도 자유롭게 설치되거나 제거
될 수 있다. 이것은 게임설정용 데이터가 둘이나 그 이상의 메모리카드(93)에 기억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 본 실시예의 시스템은 또한 16비트의 병렬식 입력 및 출력(I/O) 포트(101) 및 동기식 직렬입력 및 출력(I/O)
포트(102)가 장치된다. 시스템은 병렬식I/O포트(101)에서 어떤 다른 주변장치에 접속될 수 있고, 직렬식 I/O포트(1
02)에서 통신용의 또 다른 비디오게임기에 접속될 수 있다.

    
주메모리(53), GPU(62), MDEC(64)와 디코더(82)사이에는 프로그램을 독출하거나, 문서를 표시하거나, 그래픽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한 양의 화상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다. 본 실시예의 화상처리시스템은 이처럼 CPU(5
1)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메모리(53), GPU(62), MDEC(64)와 디코더(82)사이의 다이렉트데이터이동이나 DMA이
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적합하다. 오히려, 그것은 주변장치제어기(52)의 제어하에 있다. 그 결과 데이터이동동안의 CP
U(51)로의 부하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고, 따라서 고속의 데이터이동작동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비디오게임기는 CPU(51)가 전압이 가해지자마자 ROM(54)내에 기억된 오퍼레이팅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
도록 한다. 오퍼레이팅시스템이 실행될 때, 그래픽모듈(60) 및 사운드모듈(70)의 작동은 CPU(51)에 의해 옳게 제어
된다.

첨가해서, 오퍼레이팅시스템이 실행되자마자, CPU(51)는 각 작동을 재검토하고, 그후 광학디스트상에 기억된 원하는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광학디스크 제어기모듈(80)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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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CPU(51)는 음악이나 효과음의 재상이나 화상의 표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자에 
의한 지시입력에 대응하여서 그래픽모듈(60) 및 사운드모듈(70)을 활성화한다. 본 발명의 화상데이터 처리장치에 의
한 디스플레이상의 화상데이터의 표시는 다음에 설명된다.

GPU(62)는 CRT와 같은 디스플레이나 비디오출력수단(65)에 프레임버퍼(63)에 의해 생성된 원하는 그래픽모델의 
영역을 표시한다. 그 영역은 이하에 표시영역으로 칭한다. 표시영역과 표시화면과의 관계는 제 2도에 설명된다.

GPU(62)는 이하에 나타나는 10개의 다른 표시모드를 지지하도록 고안된다.

표시화면의 픽셀수나 크기는 다양하며, 표시 개시 위치 및 종결 위치(좌표평면상에 각각 좌표(DTX, DTY) 및 (DBX, 
DBY)로 표현)는 제 3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에서 별도로 결정될 수 있다.

좌표에서 지정가능한 값의 범위와 표시모드 사이의 관계는 이하에 설명된다. DTX및 DBX는 4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최소화면크기는 수평 4픽셀과 수직의 2 픽셀(이중영상없는 모드시)이나 4픽셀(이중영상모드시)로 구성된다.

* X좌표의 지정가능한 값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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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의 지정가능한 값의 범위

    
더우기, GPU(62)는 16비트의 다이렉트모드(32768 색) 및 24비트의 다이렉트모드(풀컬러)의 두개의 표시컬러모드를 
지지한다. 16비트 다이렉트모드(이하에는 16비트모드라 칭함)는 32768색을 제공한다. 그것은 24비트 다이렉트모드
(이하에는 24비트모드라 칭함)보다 표시가능한 색의 수에 한계가 있지만, 16비트모드는 GPU(62)의 색계산이 24비트
모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의사풀컬러(24비트색)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디터링(dithering)기능을 갖는다. 
24비트모드는 16,777, 216색(풀 컬러)을 제공하며, 프레임버퍼(63)로 전송된 화상데이터의 비트맵핑된 디스플레이
를 제공하나 GPU(62)에 의한 드로잉 작동을 실행하는데는 실패한다. 픽셀의 비트길이가 24비트로 이루어질지라도, 
프레임버퍼(63)상의 좌표치 및 위치값은 16비트포맷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640×480의 24비트화
상데이터는 프레임버퍼(63)내에서 960×480으로 처리된다. 또한 DBX는 8의 배수로써 표현된다. 따라서, 24비트모드
내의 최소표시 크기는 수평의 8픽셀과 수직의 2픽셀이다.
    

GPU(62)의 드로잉기능은 다음에 설명된다.

드로잉기능은

4비트 CLUT모드(스프라이트당 16색을 가지는 4비트포맷)와, 8비트 CLUT모드(스프라이트당 256색을 가지는 8비트
포맷)과, 16비트 CLUT모드(스프라이트당 32768색을 가지는 16비트포맷)에서 1×1도트에서 256×256도트의 범위
에서 스프라이트(예로 폴리곤)를 생성하기 위한 스프라이트드로잉기능과;

각 정점이 좌표치로 결정되는 폴리곤(삼각형, 사각형등)의 드로잉을 실행하며, 단색으로 폴리곤을 채우는 플랫 쉐이딩
을 수행하고 각 정점에 다른 색을 지정함으로써 폴리곤상에 그라데이션을 제공하는 구로쉐이딩과 폴리곤의 표면상에 
2차원 화상데이터를 부가하는 텍스쳐맵핑을 행하는 폴리곤 드로잉기능과;

그라데이션(gradation)이 가능한 직선드로잉기능과;

CPU(51)로부터 프레임버퍼(63)로, 프레임버퍼(63)로부터 CPU(51)로, 프레임버퍼(63)로부터 프레임버퍼(63)로 
화상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화상데이터전송기능과를 포함한다.

그 외의 기능은 픽셀이 평균화되는(픽셀의 데이터가 원하는 비율이나 α비율로 서로에게 연결되므로 α블렌딩으로 알
려짐) 반투명표시, 노이즈를 이용하여 색의 인터페이스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디터링, 드로잉영역의 형태외면을 제거하
기 위한 클리핑기능이나 드로잉의 원점은 드로잉영역에 의존하는 옵셋팅(offsetting)과 같은 것이 첨가된다.

그래픽이 그려지는 좌표계는 11비트포맷에 기초하며, 이것은 각 X 및 Y값을 -1024∼+1023의 범위로 부여한다. 제 
4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프레임버퍼(63)의 크기는 1024×512이며, 어떠한 확장도 포개질 수 있다. 드로잉원점은 
좌표의 옵셋치를 제어함으로써 프레임버퍼(63)내에서 임의로 결정될 수 있다. 클리핑기능으로 인해 드로잉은 단지 프
레임버퍼(63)내에서 어떠한 모양에도 적용가능하게 된다.

GPU(62)에 의해 지지되는 스프라이트가 최대 256×256도트로 표현되므로, 그 수평 및 수직길이는 그 범위내에서 자
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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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에 부착될 (스프라이트 패턴의)화상데이터는 제 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버퍼(63)의 표시영역이외의 
영역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스프라이트패턴은 드로잉지시를 시작하기 전에 프레임버퍼(63)로 전송된다. 다수의 스프라
이트패턴은 프레임버퍼(63)의 메모리영역이 이용가능하기만 하면 256×256픽셀의 페이지유닛의 형태로 보존된다. 2
56×256픽셀크기는 텍스쳐페이지로 불리운다. 각 텍스쳐페이지의 위치는 텍스쳐페이지의 (어드레스)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페이지번호를 TSB로 칭해지는 드로잉지시의 파라미터로 부여함으로서 결정된다.
    

스프라이트패턴은 4비트 CLUT모드, 8비트 CLUT모드 및 16비트 CLUT모드인 컬러모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4비트 및 8비트 CLUT모드는 하나의 CLUT를 이용한다.

    
제 6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CLUT는 표시될 가시적 색을 형성하기 위한 16∼256개의 삼원색 R, G 및 B값이 프레임
버퍼(63)상에 정렬되는 곳이다. R, G 및 B값은 프레임버퍼(63)의 좌측끝으로부터 순서대로 번호매겨지며, 스프라이
트패턴내의 픽셀의 색은 그 번호에 의해 동일화된다. CLUT는 모든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선택될 수 있으며, 그 스프라
이트는 각각의 CLUT과 연합된다. 제 6도에 있어서, 각 엔트리는 16비트모드의 단일픽셀을 나타내며, 각각 CLUT는 
화상데이터의 1×16비트(4비트모드에서)나 1×255비트(8비트모드에서)와 동일하다. 프레임버퍼(63)내의 CLUT의 
기록위치는 CLUT의 (어드레스)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CBA로 칭해지는 드로잉지시의 파라미터에 이용되는 CLUT의 
좌측단부에 좌표치를 부여함으로써 결정된다.
    

스프라이트의 드로잉은 제 7도에 개략적으로 그려지며, 드로잉지시의 U 및 V는 각각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에서 표현된 
텍스쳐페이지내와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또한 X 및 Y는 드로잉영역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파라미터이
다.

    
GPU(62)는 제 8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레임 더블버퍼링으로 알려진 동작표시 기술을 이용하며, 두개의 사각형패턴
이 프레임버퍼(63)상에 준비되며, 그중 하나는 그래픽이 또다른 것내에서 맵핑되는 동안 표시된다. 드로잉이 완료될 
때, 두패턴이 절환된다. 이것은 재기록(고쳐쓰기)작동의 표시가 회피되도록 한다. 프레임버퍼(63)상의 절환은 수직의 
기간동안 실행될 수 있다. 또한 그려질 그래픽의 좌표의 원점 및 모양이 GPU(62)에서 임의로 결정되므로, 그들은 다수
의 버퍼를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상술의 화상처리장치에 있어서 본 발명의 화상데이터처리방법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포맷은 다음에 설명된다.

    
본 발명의 제 1의 설명된 실시예의 화상처리장치로 다루어진 그래픽은 3차원그래픽과 기본적인 2차원그래픽인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3차원그래픽은 그려질 물체나 실체모델의 모양의 일면 속성을 나타내는 모델링데이터(이하 TMD
데이터로 칭함)와, 물체의 위치데이터를 포함하는 애니메이션데이터(이하 TOD데이터로 칭함)에 의해 실행된다. 2차
원데이터는 스프라이트패턴이나 텍스쳐베이스로 이용되는 화상데이터(이하 TIM데이터로 칭함)와, 배경을 맵핑하기 
위한 BG 맵 데이터(이하 BGD데이터로 칭함)와, 셀데이터(이하 CEL데이터로 칭함)와 스프라이트를 애니메이팅하기 
위한 정보데이터(이하 ANM데이터라 칭함)를 포함한다.
    

TOD애니메이션데이터의 포맷(TOD포맷으로 칭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3차원 물체의 데이터를 할당하도록 고안된
다. 특별히, 3차원 애니메이션의 각 프레임(연속한 프레임으로 구성됨)은 3차원물체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종료하기 위
한 기본데이터로 표현되며, 프레임내의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된다.

TOD포맷내의 화일(TOD화일로 칭함)은 제 9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련의 프레임데이터와 화일헤더(file header)
로 구성된다. 제 9도에서 헤더(HEADER)는 TOD화일의 정면단부에 위치하는 두 개의 (64비트의) 워드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4종류의 다른유형의 정보가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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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일 ID(FILE ID)" (8비트)

" 화일 ID" 는 애니메이션화일과 같은 화일을 나타낸다.

(b) " 버젼(VERSION)" (8비트)

애니메이션의 버젼을 나타낸다.

(c) " 리졸루션(RESOLUTION)" ( 16비트)

" 리졸루션" 은 프레임이 표시되는 동안의 시간길이 (단위 tick=1/60초)를 나타낸다.

(d) " 넘버 오브 프레임(NUMBER OF FRAMES)" (32비트)

화일내의 프레임의 수를 나타낸다.

" 헤더" 다음에는 시간순서대로 정렬된 다수의 " 프레임" 이 뒤따른다.

제 10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프레임(FRAME)" 은 프레임헤더(FRAME HEADER)와 일련의 " 패킷(PACKET)" 
으로 이루어진다.

제 10도의 " 프레임" 의 정면단부에 위치하는 " 프레임혜더" 는 이하의 정보를 담는 2워드를 함유한다.

(a) " 프레임사이즈(FRAME SIZE)" (16비트)

워드(4바이트)단위로 표현된 전체 프레임데이터(프레임헤더를 포함함)의 크기를 나타낸다.

(b) " 넘버 오브 패킷(NUMBER OF PACKET)" (16비트)

프레임내의 패킷의 수를 나타낸다.

(c) " 프레임 넘버(FRAME NUMBER)" (32비트)

프레임의 번호를 나타낸다 " 프레임헤더" 는 다수의 패킷이 뒤따른다.

제 11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패킷" 은 하나의 워드의 " 패킷 헤더" 와 " 패킷데이터" 로 이루어진다. " 패킷" 의 유
형은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각 " 패킷" 내의 " 패킷데이터" 는 단지 " 패킷" 유형이 다를때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것이 동일할 때에도 변한다.

제 11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패킷" 은 " 패킷헤더" 와 " 패킷데이터" 로 이루어진다. " 패킷헤더" 는 이하의 정보를 
갖는다.

(a) " 오브젝트 ID(OBJECT ID)" (16비트)

" 오브젝트 ID" 는 대상물체의 유형을 나타낸다.

(b) " 패킷타입(PACKET TYPE)" (4비트)

" 패킷데이터" 의 내용을 설명하는 패킷의 유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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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플래그(FLAG)" (4비트)

" 패킷 타입" 에 의존한다.

(d) " 패킷길이(PACKET LENGTH)" (8비트)

워드(4바이트)내에 표현된 패킷(" 패킷헤더" 를 포함)의 길이를 나타낸다.

" 패킷데이터" 는 또한 TMD데이터 ID(모델링데이터의 ID)와 뒤이어 설명될 SRST값을 포함하는 다른 정보를 포함한
다. " 패킷" 은 헤더내에 기록된 " 패킷 타입" 에 의해 구별된다. " 패킷타입" 은 이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데이터의 
세부사항에 부여된 한세트의 숫자에 의해 표시된다.

0 애트리뷰트(Attribute)

1 좌표(RST)(Coordinate)

10 TMD 데이터 ID

11 주 오브젝트 ID(Host object ID)

100 매크릭스값(MATRIX value)

101 TMD데이터내용(TMD data content)

110 광원(Light source)

111 카메라(Camera)

1000 오브젝트 제어(Object control)

1001-1101 사용자정의(User definition)

1110 시스템예약(System reservation)

1111 특수지시(Specific command)

이러한 것들은 더욱 상세하게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 애트리뷰트" 가 " 패킷타입" 의 0000으로 표현되는 경우, " 패킷데이터" 는 속성 설정용 정보를 함유한다. 이 경우 " 
플래그" 는 이용되지 않는다.

제 12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 패킷데이터" 는 두개의 워드로 이루어진다. 제 1 워드는 수치변경을 하는 비트와 수치변
경을 하지 않는 비트로 이루어진 마스크이다.

수치변경을 하는 비트는 0으로 표현되며, 수치변경을 하지 않는 비트는 1로 나타난다. 제 2워드에 있어서, 수치변경을 
하는 비트로 나타나는 비트는 새로운 데이터로 적재되며, 남아있는 비트는 0으로 표시된다. 변경을 하지 않는 비트로 
할당된 디폴트치는 서로 다르며, 제 1워드에 있어서는 1이며, 제 2워드에 있어서는 0이다. " 패킷데이터" 내의 제 2워
드의 비트는 이하에서 상세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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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계산이 온으로 설정될 때, 제 13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패킷데이터" 내에 비트가 있다.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 
1워드에 있어서 비트(6)는 변화없는 다른 비트가 1로 남아 있는 반면, 광원정보를 위해서 변화가 요구되는 것을 0으로 
나타낸다. 제 2워드에 있어서, 비트(6)가 1인 것은 광원계산이 온인 것을 나타내며, 변하지 않는 다른 비트는 디폴트값
이 0으로 유지된다.

" 좌표(RST)" 는 " 패킷타입" 의 0001로 표현되며, " 패킷데이터" 는 좌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함유한다. 이 
경우에, " 플래그" 는 제 14도에 나타난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 매트릭스타입(MATRIX TYPE)" 은 RST매트릭스유
형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0이 절대치를 나타내며, 1이 종전프레임으로부터의 차등매트릭스이다.

또한 " 로테이션(ROTATION)" 은 회전(R)의 플래그를 의미하며, 0은 없음이며, 1은 있음이다. " 스케일링(SCALIN
G)" 은 스케일링(S)의 플래그이며, 0은 없음이며, 1은 있음이다. 유사하게, "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 은 평
행이동(T)의 플래그이며, 0은 없음을 1은 있음을 나타낸다.

" 패킷데이터" 내의 지정은 제 15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 플래그" 내의 " 로테이션" , " 스케일링" , " 트랜스레이션" 
(평행이동에 대한 것임)의 비트의 패턴에 의존하여 변화된다. 나타나는 바와 같이, Rx, Ry, 및 Rz는 각각 X축, Y축 및 
Z축을 따라 행해지는 회전의 구성을 나타낸다. 또한 Sx, Sy및 Sz는 각각 X축, Y축, 및 Z축을 따라 행해지는 스케일링
의 구성이며, Tx, Ty및 Tz는 각각 X축, Y축 및 Z축을 따르는 평행이동의 구성을 나타낸다.

제 16도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 TMD ID" 는 0010 " 패킷타입" 으로 표현되며, " 패킷데이터" 는 물체의 모델링데이터
(TMD데이터) ID를 유지한다. TMD데이터 ID는 2바이트로 이루어진다.

제 17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호스트 오브젝트 ID(HOST OBJECT ID)" 는 0011의 " 패킷 타입" 으로 표현되며, " 
패킷데이터" 는 목표물체의 호스트오브젝트 ID를 기억한다. 호스트 오브젝트 ID는 2바이트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 " 
플래그" 는 이용되지 않는다.

" 매트릭스 타입(MATRIX TYPE)" 은 0100의 " 패킷타입" 으로 표현되며, " 패킷 데이터" 는 좌표구성을 설정하기 위
한 데이터를 유지한다. 이 경우에, " 플래그" 는 이용되지 않는다. 제 18도는 " 패킷데이터" 에 있어서의 지정을 설명한
다.

이하에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 패킷타입" 이 0101일때, " 패킷데이터" 는 TMD데이터를 함유한다.

    
" 광원" 은 0110의 " 패킷타입" 으로 표현되며, " 패킷데이터" 는 광원설정용 데이터를 유지한다. 이 경우에, " 오브젝
트 ID" 는 통상의 " 오브젝트 ID" 와는 다른 또는 광원을 나타낸다. 또한 제 19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플래그" 은 
특정정보를 유지한다. 제 19도에서, " 데이터타입" 은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내며, 그것이 0일 때 절대치이며 그것이 1
일 때, 전술의 프레임으로부터의 차분이다. " 디렉션" 은 방향 플래그이며, 0은 없음이며, 1은 있음이다. 유사하게, " 컬
러" 는 색플래그를 나타내며, 0은 없음을 1은 있음을 나타낸다. " 패킷데이터" 내의 지정은 제 20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 플래그" 내의 " 컬러" 및 " 디렉션" 의 비트의 패턴에 의존하여 변화된다.
    

" 패킷타입" 은 " 카메라" 에 대해서 0111이며, " 패킷데이터" 는 시점데이터설정용 데이터를 유지한다. 그때 " 오브젝
트 ID" 는 통상의 " 오브젝트 ID" 가 아닌 카메라 ID이다. " 플래그" 는 또한 제 2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된다.

    
만일 제 21도에 나타난 " 카메라타입" 의 비트가 0이라면, 잔여비트는 제 22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만일 그것이 1이라
면, 잔여비트는 제 23도와 같다. 특히, " 데이터타입" 은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내며, 제 2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기
서 0은 절대치를 또한 1은 전술프레임으로부터의 차분을 나타낸다. 제 22도의 " 포지션 앤드 레퍼런스(POSITION & 
REFERENCE)" 는 시점 및 기준위치에 대한 플래그이며, 0은 없음을 나타내며, 1은 있음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제 2
2도의 " 제트 앵글(Z ANGLE)" 은 수평으로부터의 기준위치의 각도에 대한 플래그이며, 0은 없음을 , 1은 있음을 나타
낸다. 제 23도에 있어서," 데이터타입" 은 또한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내며, 0은 절대치를 나타내며, 1은 전술프레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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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분을 나타낸다. 제 23도에 나타난 " 로테이션(ROTATION)" 은 회전(R)용 플래그를 나타내며, 0은 없음을, 1은 
있음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제 23도의 " 트랜스레이션(TRASLATION)" 은 평행이동(T)의 플래그를 나타내며, 0은 
없음을, 1은 있음을 나타낸다.
    

" 패킷데이터" 내의 지정은 이처럼 제 24도 및 제 25도에 나타난 " 플래그" 의 내용에 의존해서 변화한다.

" 오브젝트 콘트롤(OBJECT CONTROL)" 은 물체를 제어하기 위해 디자인된 " 패킷 타입" 이 1000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에, " 패킷데이터" 는 어떤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 패킷타입" 이 특수제어를 위해서 1111로 될 때, 애니메이션데이터가 제어된다.

모델링데이터의 포맷(이하 TMD포맷으로 칭함)은 이하에 설명된다.

    
통상의 3차원 그래픽에 있어서, 하나의 물체는 한세트의 폴리곤으로 표현된다. 물체를 표현하는 데이터는 모델링데이터
로 불리운다. 각 폴리곤의 정점은 3차원 공간내의 좌표치로 표시된다. 종래기술에서 설명된 좌표변환장치는 투시변환에 
의해 폴리곤의 정점위치를 드로잉용 표시장치에 있는 2차원 좌표치로 변환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데이터는 패킷형태로 
표시장치에 전송된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패킷은 하나의 폴리곤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패킷은 폴리곤의 유형에 
의존하여 구조 및 크기에 있어서 변화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술의 포맷에 있어 기하학적 그래픽용 폴리곤데이터의 구성은 데이터의 한부분을 제외하고는 패킷의 
구조와 동일하게 배열되어서, 좌표변환장치가 고속의 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3차원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표현하기 위한 오브젝트좌표계를 포함하는 다소의 응용가능한 3차원좌표계와, 공간의 3차
원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월드(world) 좌표계과, 화면상에 3차원의 목표물체를 나타내기 위한 화면좌표계가 있
다. 간략하게, 이하의 설명은 3차원물체에 대한 오브젝트 및 스크린좌표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발명의 물체지오메트리데이터나 모델링데이터에 대한 (TMD)포맷은 전술의 실시예의 화상데이터처리장치의 3차원
의 확장그래픽라이브러리에서 이용되고자 하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마이크로컴퓨터나 그래픽컴퓨터에 설치된다. T
MD포맷의 데이터는 확장그래픽라이브러리에 제공되어 있는 함수의 인자로써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TMD포맷의 화일(이하 TMD화일이라 칭함)내에 포함된 정보는 3차원툴이나 아티스트툴을 이용하는 동안 고도의 추상 
텍스트데이터용 RSD화일내에 남게 되며,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동안 특수지시(" RSDlink" 지시)에 의해 TMD포맷으
로 이동된다.

TMD화일에의 데이터는 물체의 폴리곤과 라인을 나타내는 프리미티브 세트이다. 단일 TMD화일은 그려질 다수의 물체
를 가질 수 있다.

    
TMD화일내의 좌표치는 본 발명의 화상데이터처리장치의 확장그래픽라이브러리내에서 다루어지는 공간내에 지정되며, 
거기서 오른쪽으로의 방향은 x축을 따라 양의 방향이며, 아랫쪽으로의 방향은 y축을 따른 양의 방향이며, 배면쪽으로의 
방향은 z축을 따른 양의 방향이다. 물체의 좌표치는 16비트데이터의 정수로 표현되며, 각 좌표치는 -32767에서 +32
7687사이의 범위이다. 디자인된 단계에 있어서의 포맷(이하 RSD포맷이라 칭함)에서, 정점의 값은 부동소수점이므로, 
RSD에서 TMD로 이동될 화일은 확장 및 압축에 의해 스케일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스케일조정기준치
는 이하에 설명될 물체구조내에 준비되고 설치된다. TMD포맷데이터내의 정점치가 스케일기준치의 배수일 때, 그들은 
디자인 단계에서 원스케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워드좌표계내의 값을 맵핑하기 위해 최적의 스케일을 결정하는데 도움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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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TMD포맷은 이하에 더욱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 26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TMD포맷은 TMD화일내의 3차원의 오브젝트용의 테이블(OBJ TABLE)데이터를 포함
하는 프리미티브(PRIMITIVE)데이터, 정점(VERTEX)데이터와 법선(NORMAL)데이터로 이루어지며, 이 구성은 4개
의 블럭으로 이루어진다.

제 26도내의 TMD포맷의 헤더(HEADER)는 제 27도내에 표현되는 포맷구조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3개의 워드(12바이
트)를 유지한다. 제 27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ID는 TMD화일의 버젼을 나타내는 32비트(1 워드)의 데이터이다. 플래
그는 또한 TMD포맷의 구조유형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32비트(1 워드)이다.

최하위 지정비트(LSB)는 FIXP비트로써 이하에 설명되고 그 외 비트는 0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모두 역으로 된다. 
FIXP비트는 물체구성의 포인터가 실제 어드레스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이것은 또한 이하에 상세히 설명된다. FIXP비
트가 1일 때, 포인터는 실제어드레스이다. 만일 0이라면, 정면에서부터의 엇갈려져 있다. NOBJ는 물체갯수를 나타내는 
정수이다.

제 26도의 오브젝트테이블(OBJ TABLE)은 제 28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물체의 저장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에 의해 
동반되는 일군의 물체구조로 이루어지는 테이블을 포함한다. 각 물체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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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구조에서 포인터(ver_top, normal_top, primitive_top)는 혜더내의 FIXP비트에 의존해서 변화된다. FIXP가 1
일 때, 포인터는 실제어드레스이다. FIXP가 0일때, 포인터는 어드레스 0으로 지정된 오브젝트의 선단부를 가지는 상대
어드레스이다.

스케일링 팩터는 부호가 붙은 " long" 형이며, 그 2의 제곱은 스케일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물체구조의 스케일링 
팩터가 0일 때, 스케일은 1/1이다. 스케일링 팩터가 2일 때, 스케일은 4이며, 스케일링팩터가 -1일 때 스케일은 1/2이
다.

제 26도의 프리미티브는 제 29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체의 프리미티브용의 일련의 패킷을 포함한다. 각 개별패킷은 
단일의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있다.

TMD포맷에 의해 정의된 프리미티브는 투시변환을 위해서 확장된 그래픽라이브러리에서 함수로써 이용되며, 드로잉 
프리미티브로 변환된다. 제 29도의 패킷은 길이에 있어서 변화가 가능하며, 크기 및 구조는 프리미티브의 유형에 의존
해서 변화된다.

제 29도의 패킷에서 " 모드" 는 그 프리미티브의 속성 및 유형을 나타내는 8비트로 이루어지며,그 구성은 제 30도에 나
타난다. 제 30도에서 코드의 3비트는 구성요소의 유형을 나타내는 코드이며, 001은 폴리곤(삼각형, 사각형등)이며, 0
10은 라인이며, 011은 스프라이트 직사각형이다. 또한, " 옵션(OPTION)" 은 옵션의 비트를 유지하며, 코드(이하에 
설명될 패킷데이터구성요소의 리스트내에 유형화되는 것임)의 값에 의존해서 변화된다.

    
제 29도의 패킷내의 " 플래그" 는 렌더링용 옵션정보를 나타내는 8비트데이터이며, 비트의 구성은 제 31도에 나타난다. 
제 31도의 " GOR" 는 광원계산이 있고, 텍스쳐는 없는 것이 요구되며, 폴리곤을 응용하는데 유효하다. GOR이 1일 때,
그것은 그라데이션 폴리곤을 나타내며, 0일 때는 단색 폴리곤을 나타낸다. FCE가 1일때, 폴리곤은 2면이고, 0일 때 폴
리곤은 단일면(" 코드" 가 폴리곤코드를 나타낼 때 적용됨)이다. 또한LGT가 1일때 광원계산은 없고, 0일 때 광원계산
은 있다. 제 29도의 " ILEN" 은 패킷데이터의 워드길이를 나타내는 8비트데이터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 OLEN" 은 
처리도중 생성된 드로잉 프리미티브의 워드길이를 나타내는 8비트데이터이다. " PACKET DATA" 는 프리미티브의 유
형에 의해 결정되는 정점과 법선용의 다양한 파라미터로 구성된다. " 패킷데이터" 의 구조는 더욱 상세하게 이하에 설
명될 것이다.
    

제 26에 나타난 정점(VERTEX)은 정점을 나타내는 일련의 데이터구조이다. 각 구조의 포맷은 제 32도에 표시된다. 제 
32도에서, VX, VY, VZ는 각각 정점의 X,Y, Z좌표치(16비트 정수)이다.

제 26도에서의 " 노말(NORMAL)" 은 법선을 나타내는 일련의 데이터 구조이다. 각 구조의 포맷은 NX, NY, NZ가 각
각 노말의 x, y, z구성성분인 것으로 제 33도에 나타난다. 특히, NX, NY, NZ는 4096이 1.0을 나타내는 부호가 붙은 
16비트 소수점에 의해 표현된다. 그 비트구성은 부호가 1비트로 표현되며, 정수부가 3비트이며, 소수부가 12비트로 제 
34도에 나타난다.

프리미티브의 유형에 의존하는 패킷데이터구조는 이하에 설명된다. 패킷데이터에서 파라미터는 버텍스(Vertex)(n), 
노말(Normal)(n), Un, Vn, Rn, Gn, Bn, TBS, CBA로 분류된다.

버텍스(n)는 버텍스의 위치를 지정하는 16비트 인덱스치이다. 이것은 제 26도에 나타난 버텍스 포맷의 선단부로부터 
계수된 소자의 갯수를 나타내며, 폴리곤을 포함하는 물체를 지정한다. 노말(n)은 버텍스(n)와 같이 노말의 위치를 지
정하는 16비트 인덱스치를 나타낸다.

Un 및 Vn은 각 정점의 텍스쳐소스공간상에서 각각 x 및 y좌표치를 나타낸다.

Rn, Gn, Bn은 부호가 없는 8비트정수로 표현되는 폴리곤의 색상을 나타내는 각각의 R값, G값, B값이다. 만일 광원계
산치가 없다면, 휘도의 디폴트는 미리 지정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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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TBS)는 스프라이트패턴 및 텍스쳐에 대한 정보이며, 그 포맷은 제 35도에 나타난다. 제 35도의 " TPAGE" 
는 텍스쳐페이지의 번호(0∼31)를 나타낸다. 또한 " ABR" 은 반투명비율(혼합비율)이며, 단지 " ABE" 가 1일 때만 
유효하다. " ABR" 이 00일 때, 그 비율은 50%의 백(back) + 50%의 폴리곤이다. 그것이 01일때, 100%의 백 + 10
0%의 폴리곤이다. 10일 때, 100%의 백 + 50%의 폴리곤이다. 11일 때, 100%백 - 100%폴리곤이다. 제 35도의 " 
TPF" 는 색모드를 나타낸다. TPF가 00인 것은 4비트모드를 주며, 01은 8비트모드를 의미하며, 10은 16비트모드를 
나타낸다.
    

" CBA" 의 파라미터는 제 36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프레임버퍼(63)내의 CLUT의 기억위치를 나타낸다. 제 36도의 
CLX는 프레임버퍼(63)내의 CLUT의 X좌표치의 10비트 중 상위 6비트이며, CLY는 프레임버퍼(63)내 CLUT의 Y좌
표치의 9비트이다.

패킷데이터의 구조는 이하에 설명된다. 설명은 우선 광원계산이 있는 삼각형 폴리곤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제 37도는 " 프리미티브" 내의 모드치의 비트구성을 나타낸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IIP는 쉐이딩모드를 나타내며, 0은 
플랫쉐이딩모드이며, 1은 구로(Gouraud)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또한 TME는 텍스쳐를 지정하기 위해 이용되며, 0은 
오프를 나타내며, 1은 온을 나타낸다. TGE는 텍스쳐맵핑동안의 휘도계산을 제공하며, (텍스쳐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경우) 0은 온을 나타내며, 1은 오프를 나타낸다. 이들 파라미터는 어떤 폴리곤형태에도 적용가능하다.

    
패킷데이터구조는 제 38도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특히, 제 38도(A)는 텍스쳐 지정의 오프상태에서 단색의 플랫쉐이
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8도(B)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단색의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8도(C)는 텍스쳐
지정 오프상태에서 그레데이션의 플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8도(D)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그레데이션의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8도(E)는 텍스쳐지정 온상태에서 플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8도(F)는 텍스쳐
지정 온상태에서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한편, " 모드" 와 " 플래그" 는 반투명의 오프상태에서 단일면 폴리곤의 
상태를 나타낸다.
    

패킷데이터구조의 일례가 광원계산을 이용하지 않는 삼각형의 폴리곤을 참고하여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 프리미티브" 
에 있어서 모드값의 비트구성은 제 37도의 그것과 동일하다.

패킷데이터구조는 제 39도에 보여진다. 보다 상세하게, 제 39도(A)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의 플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9도(B)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그레데이션의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9도(C)는 텍스쳐지
정 온 상태에서 플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39도(D)는 텍스쳐지정 온상태에서 그레데이션의 구로쉐이딩모드를 나
타낸다.

패킷데이터구조의 다른 일례는 광원계산을 이용하며 사각형의 폴리곤을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된다.

" 프리미티브" 에 있어서 모드값의 비트지정은 제 40도에 나타나며, 여기서 비트는 제 37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
정된다.

    
패킷데이터구조는 제 41도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정된다. 특히, 제 41도(A)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플랫쉐이딩
모드를 나타낸다. 제 41도(B)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41도(C)는 텍스쳐지정 오프
상태에서 그레데이션의 플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41도(D)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그레데이션의 구로쉐이딩
모드를 나타낸다. 제 41도(E)는 텍스쳐지정 온상태에서 플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41도(F)는 텍스쳐지정 온상태
에서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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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데이터구조의 또 다른 일례는 광원계산을 이용하지 않는 사각형의 폴리곤을 참고하여 이하에 설명된다.

" 프리미티브" 내의 모드값의 비트지정은 제 40도에 보여지며, 거기에서 비트는 제 37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
된다.

패킷데이터구조는 제 42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특별히,제 42도(A)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플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42도(B)는 텍스쳐지정 오프상태에서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42도(C)는 텍스쳐지정 온상태의 플
랫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제 42도(D)는 텍스쳐지정 온상태에서 그레데이션의 구로쉐이딩모드를 나타낸다.

패킷데이터구조는 라인을 참고하여서 이하에 설명된다.

" 프리미티브" 내의 모드 값의 비트지정은 제 43도에 나타난다. 제 43도의 IIP는 그레데이션의 온/오프상태를 나타내
며, 그것이 0일 때 그레데이션은 오프이며(단색에 있어서), 1일 때 그레데이션은 온이다. 또한, ABE는 반투명색처리의 
온/오프를 나타내며, 0은 오프를 나타내며, 1은 온을 나타낸다.

이 예에서의 패킷데이터구조는 제 44도에 보여지는 바와 같다. 제 44도(A)는 그레데이션이 오프인 것을 보이며, 제 4
4도(B)는 그레데이션이 온인 것을 나타낸다.

    
페킷데이터구조는 3차원스프라이트를 참고하여서 이하에 설명된다. 3차원스프라이트는 3차원좌표치를 가지며, 그 그
래픽내용은 보통의 스프라이트의 그것과 유사하다. " 프리미티브" 내의 모드값의 비트지정은 제 45도에 나타난다. 제 
45도의 SIZ는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나타내며, 00은 프리사이즈(W 및 H값에 의해 결정됨), 01은 1×1의 크기를, 10
은 8×8의 크기를, 11은 16×16의 크기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ABE는 반투명색처리를 나타내며, 0은 오프를 또한 1
은 온을 나타낸다.
    

패킷데이터구조는 제 46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정된다. 이하에 명백하게 되겠지만, 제 46도(A)는 스프라이트 
크기가 프리사이즈인 것을 나타내며, 제 46 도(B)는 스프라이트 크기가 1×1인 것을 나타내며, 제 46도(C)는 8×8을 
표현하며, 제 46도(D)는 16×16을 나타낸다.

제 26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TMD화일포맷에 있어서,물체의 형태를 나타내는 모델링데이터를 포함하는 영역은 종
래기술의 패킷데이터구조의 부분과 일치한다. 이는 GTE(61)(좌표변환장치)가 하나의 워드에 기초하여 단순히 데이터
를 카피함으로써 영역의 처리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 38도(F)의 3개의 영역(1, 2, 3)은 종래기술의 
패킷데이터에 상응한다.

TDM포맷데이터를 수신하는 순간의 GTE(61)의 일련의 작동은 제 47도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된다.

    
제 47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목표폴리곤의 데이터가 단계(S10)에서 픽업되며, 단계(S11)에서 유형별로 분류된다. 
그후, 1워드(32비트)가 단계(S12)에서 추출되며, 단계(S13)에서 그것이 패킷데이터와 공통인지 여부가 검사된다. 그 
워드가 공통일 경우, 그것은 단계(S17)에서 패킷데이터에 카피된다. 만일 그것이 공통이 아니라면, 그 절차는 " 버텍스" 
및 " 노말" 에 따라 처리가 행해지는 단계(S14)로 내려간다. 이것에 단계(S15)에서 패킷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후속
된다. 그후에, 단계(S16)에서 폴리곤의 좌표변환이 완결되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절차는 단계
(S12)로 되돌아가며, 만일 완결되었다면 절차는 종료된다.
    

제 48도는 3차원그래픽데이터를 좌표변환하기 위한 이하에 계속되는 단계를 나타낸다. 물체형태의 데이터(모델링데이
터)가 단계(S1)에서 입력되며, 단계(S2)에서 좌표변환된다. 이는 단계(S3)의 광원계산단계가 후속된다. 그후 단계(
S4)에서 모든 폴리곤의 처리가 완결되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완료되지 않았다면, 절차는 단계(S2)로 되돌아가
며, 그것이 단계(54)에서 완결로 판별된다면 패킷데이터는 단계(S5)로 이동된다.

 - 24 -



등록특허 10-0362704

 
리얼타임에 있어서 화상을 변환하기 위해서, 단계(S2, S3)는 고속으로 반복되어야만 한다. 쉐이딩이 리얼타임에서 실
행되는 것이 필요치 않다면, 그 단계(S3)가 루프(Loop)로부터 제거되어서 제 49도의 플로우차트로 이동된다. 그것이 
제 49도의 단계(S4)에서 " 노(no)" 로 판별될 때,그 절차는 단계(S3)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에, 제 38도(F)의 3영역
(0, 3, 6)은 예를 들어 단지 한 번만 결정되며, 좌표변환단계는 덜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물체형태데이터(모델링데이터)용 포맷의 또 다른 형태는 좌표변환처리를 간단히하기 위해서 쉐이딩이 
리얼타임으로 행해지지 않을 때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제 50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화일의 포맷을 나타낸
다.

데이터는 화일의 헤드에 제공되며, 폴리곤 및 데이터의 속성 및 종류를 나타내는 " 타입(TYPE)" 이 표시되며, 폴리곤
의 갯수를 나타내는 " NPACKET" 이 표시된다. 이들 두항목의 뒤에 폴리곤의 갯수에 있어서 동일한 한세트의 " 폴리곤
데이터블럭" 이 뒤따른다.

" 폴리곤데이터" 는 제 51도에 나타나며, 2개의 패킷데이터 및 폴리곤정점용 3차원 좌표치를 포함한다.

제 51도의 패킷데이터는 제 52도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구성되며, 제 57도의 그것과 유사하다. 또한 구조 및 길이는 폴
리곤의 유형에 의존해서 변화된다. 본 실시예에서, 물체에 대한 쉐이딩은 리얼타임에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뒤따르는 
파라미터는 좌표변환을 개시하기 전에 기록된다.

상기 파라미터가 결정된 때, 각 정점위치로부터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Y0, X0), (Y1, X1), (Y2, X2)

단지 좌표변환을 위해서 계산되며, 그로 인해 좌표변환의 절차는 간략화된다. 또한, 메모리내에 패킷데이터용 기억영역
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따라서, 메모리는 단지 좌표변환처리과정에서 변화될 데이터로 채워지며, 그래서, 시간 및 노력
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투시변환될 정보를 제외한 3차원 화상데이터의 구조는 2차원 화상데이터의 소정의 전송
표준의 구조와 동일하게 배열된다. 그러므로, 3차원데이터에 대한 투시변환될 정보가 처리된 때, 소정의 전송표준의 상
응하는 2차원 화상데이터가 얻어진다. 특별히, 변환될 데이터를 포함하는 원화일은 쉽게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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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화상데이터는 2차원디스플레이상에 그려질 물체의 쉐이딩용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2차원 화상데이터의 재생도중 쉐이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그외의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변환될 원화상데이터를 포함하는 화일이 쉽게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되도록 하는 향상된 화상데이
터처리 및 그러한 화상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화상데이터 처리장치와 그러한 향상된 화상데이터를 가지는 기록매체에 
대한 오래 지속되어온 요구를 충족시킨다.

본 발명의 특별한 형태는 전술의 묘사되고 설명된 부분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며,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에서 벗어
나지 않는 다양한 수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발명이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벗어나서 한계되는 것은 의도되
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투시변환에 의해서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되며, 2차원의 디스플레이상에 화상을 그리기 위해 소정의 전송표준으로 
전송되는 3차원 화상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화상데이터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화상데이터용 데이터포맷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포맷은 투시변환되며 2차원 화상데
이터용 소정의 전송표준의 그것과 동일하게 배열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하나의 개별 폴리곤용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텍스쳐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상기 폴리곤의 텍스쳐데이터와 개별폴리곤 좌표데이터와의 조합을 포함하는 렌더링명령을 위한 것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5.

제 2항 또는 제 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곤 데이터는 변환된 좌표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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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데이터는 2차원 표시화면상에 그려질 물체의 쉐이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7.

투시변환에 의해 3차원 화상데이터를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좌표변환수단과,

상응하는 화상을 2차원 표시화면상에 그리기 위해 소정의 전송표준으로 2차원 화상데이터를 렌더링하기 위한 드로잉수
단과, 여기서 투시변환될 정보를 제외한 3차원 화상데이터의 데이터포맷구조가 2차원 화상데이터용의 선택된 전송표준
의 구조와 동일하게 배열되는 드로잉수단과,

상기 3차원 화상데이터중 그외의 데이터로부터 투시변환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좌표변환수단과,

변환된 데이터와 3차원데이터중 그외의 데이터를 조합하여서 2차원 화상데이터 생성을 위해 선택된 전송표준으로 2차
원화상을 그리기 위해 렌더링명령을 제공하기 위한 조합수단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하나의 개별폴리곤용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텍스쳐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개별폴리곤 좌표데이터와 상기 폴리곤용 텍스쳐데이터의 조합을 포함하는 렌더링명령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1.

제 8항 또는 제 1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곤데이터는 변환된 좌표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화상데이터는 2차원표시화면상에 그려질 물체의 쉐이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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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변환에 의해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되며, 2차원디스플레이상에 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소정의 전송표준으로 전송
되는 기록된 3차원 화상데이터를 기록하기위한 기억소자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기 기록된 데이터는 투시변환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을 가지며, 2차원 화상데이터용의 소정의 전송표준
의 그것과 동일하게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3차원 화상데이터는 2차원표시화면상에 그려질 물체의 쉐이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하나의 개별폴리곤용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텍스쳐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포맷은 상기 폴리곤용 텍스쳐데이터와 개별폴리곤 좌표데이터와의 조합을 포함하는 렌더링명령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8.

제 15항 또는 제 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곤데이터는 변환된 좌표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9.

3차원 화상을 표현하는 제 1데이터와 폴리곤의 화상데이터용의 제 2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분리수단과,

상기 제 1데이터를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수단과,

상기 변환된 2차원 화상데이터와 상기 제 2데이터를 조합하여 각 폴리곤용의 지시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지시생성수
단과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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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환수단은 투시변환에 의해서 상기 제 1데이터를 상기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
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1.

제 19항 또는 제 2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수단은 그래픽변환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데이터에 대응하여 그래픽메모리상에 그래픽화상을 그리기 위한 드로잉수단과,

상기 그래픽메모리로부터 출력된 상기 그래픽화상을 디스플레이상에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드로잉수단은 그래픽처리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4.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는 상기 폴리곤에 대해 맵핑된 텍스쳐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는 텍스쳐그래픽데이터가 기억된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6.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데이터는 상기 폴리곤의 정점좌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데이터는 상기 폴리곤의 상기 좌표가 기억되는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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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화상을 나타내는 제 1데이터와 폴리곤의 화상데이터에 대한 제 2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제 1데이터를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변환된 2차원 화상데이터와 상기 제 2데이터를 조합하여서 각 폴리곤용 지시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를 포함하
는 3차원화상 처리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데이터가 렌더링명령을 제공하는 3차원화상 처리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단계는 투시변환에 의해서 상기 제 1데이터를 상기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는 3차원화상 처리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31.

제 28항, 29항, 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데이터에 대응해서 그래픽메모리상에 그래픽화상을 그리는 단계와,

그래팩메모리로부터 출력된 상기 그래픽화상을 디스플레이에 제공하는 단계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3차원화상 처리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32.

제 13항 내지 제 17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소자는 CD-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3.

투시변환에 의해서 3차원 화상데이터를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그래픽변환장치와,

2차원 표시화면상에 상응하는 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소정의 전송표준으로 2차원 화상데이터를 렌더링하기 위한 그래픽
처리부와, 여기서는 투시변환될 정보를 제외한 3차원 화상데이터의 데이터포맷구조가 2차원 화상데이터용의 선택된 전
송표준의 구조와 동일하게 배열되는 그래픽처리부와,

상기 3차원 화상데이터중 그외의 데이터로부터 투시변환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그래픽변환장치와,

변환된 데이터와 상기 3차원데이터중 그외의 데이터를 조합하여서 2차원 화상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선택된 전송표준
으로 2차원화상을 그리기 위한 렌더링명령을 제공하는 조합수단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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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화상을 나타내는 제 1데이터와 폴리곤의 화상데이터용 제 2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데이터분리기와,

상기 제 1데이터를 2차원 화상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변환부와,

상기 변환된 2차원 화상데이터와 상기 제 2데이터를 조합하여서 각 폴리곤용 지시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지시생성기
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데이터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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