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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픽셀 캐쉬 및 이를 이용한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 및 방법

요약

  3차원 그래픽 가속기에서의 효과적인 픽셀 캐쉬 구조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의한 픽셀 캐쉬는,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제공하는 z 데이터 저장부, 및 z 데이터 저장부가 프레임 메모리

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 저장하며, 상기 픽셀 래스터

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서 소정의 z 테스트가 성공인 경우에만 상기 컬러 데이터를 상기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

라인에 제공하는 컬러 데이터 저장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픽셀 캐쉬 구조는, 실제 사용하는 컬러 데이터만을 컬러

데이터의 처리 전에 미리 읽어 저장함으로써, 접근 지연을 없애고 컬러 캐쉬의 효율을 높이며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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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차원 그래픽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전형적인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픽셀 캐쉬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그래픽 가속기의 동작과 신호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차원 그래픽 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 및 방법, 그리고 3차원 그래픽 가속기용 픽셀

캐쉬에 관한 것이다.

  3차원 그래픽은 3차원 공간의 물체를 높이, 폭, 길이의 세 가지 축을 이용하여 표현한 뒤 그 영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2차

원인 모니터 화면에 나타내는 기술이다. 3차원 그래픽 가속기(3-dimensional graphic accelerator)는 형상 모델러

(modeler)에 의해 기술된 기하학 형상을 입력으로 하여 시점이나 조명과 같은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출력으로서 화상(화소

배열)을 생성하는 장치이다.

  3차원 그래픽 가속기가 수행하는 일련의 처리를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 하는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서의 처리는

어느 한 곳이라도 늦은 부분이 있으면 전체 파이프라인의 속도가 저하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서의 처

리는 크게 지오메트리(geometry) 처리와 렌더링(rendering) 처리로 나눌 수 있다. 지오메트리 처리에서의 계산량은 처리

하는 폴리곤의 정점 수에 비례하고, 렌더링 처리에서의 계산량은 생성하는 화소 수에 비례한다.

  고해상도 모니터에서의 그래픽 처리에 있어서는 화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렌더링 처리를 하는 렌더링 엔진의 처리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렌더링 엔진의 수를 증가시켜 병렬화하는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렌더링 엔진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메모리에의 접근, 즉 메모리 대역폭(bandwidth)을 줄이는

것이다. 2차원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텍스쳐(texture) 데이터와 픽셀(pixel)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메모리에의 접근(access)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픽 가속기 내에 캐쉬(cache)를 구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3차원 그래픽 렌더링 프로세서는 깊이 데이터(z data)와 색상 데이터(color data)를 저장하는 픽셀 캐쉬를 사용

한다. 그런데, 픽셀 캐쉬의 성공률(hit ratio)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캐쉬의 성공률에 비해 상당히 낮다. 캐쉬의 성공률이

높으면 캐쉬에 저장된 데이터의 재사용 확률이 높아져 메모리에의 접근이 줄어든다. 이에 픽셀 캐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

한 효과적인 픽셀 캐쉬 구조가 요구된다.

  3차원 그래픽 하드웨어에서의 메모리 속도 문제는 성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지만 메모리 데이

터나 접근 성향에 대한 분석과 메모리 구조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다. 이전에 발표된 Mitra와 Chiuh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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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동적 데이터(dynamic workload)에 대한 분석 중 래스터라이제이션 단계 내의 텍스쳐 트래픽과 메모리 뱅크 활용

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있을 뿐이고, 텍스쳐 데이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텍스쳐 캐쉬나 텍스쳐 선인출 기법

에 대한 연구 정도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픽셀 캐쉬에 대한 연구는 더 미비한 상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성공률(hit ratio)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픽셀 캐쉬, 이를 구비한 3차

원 그래픽 가속기 및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픽셀 캐쉬는,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픽셀 래스터라

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제공하는 z 데이터 저장부; 및 상기 z 데이터 저장부가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 저장하며, 상기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서

소정의 z 테스트가 성공인 경우에만 상기 컬러 데이터를 상기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제공하는 컬러 데이터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그래픽 가속기는,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

하는 z 캐쉬; 상기 z 캐쉬가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 저장하는 컬러 캐쉬; 상기 z 캐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z 테스트를 수행하는 z 테스트 수행부;

및 상기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컬러 캐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컬러 처리를 하는 컬러 처

리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은, (a)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

서 z 캐쉬에 저장하는 단계; (b)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컬러 캐쉬에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z 캐쉬

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z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 및 (d) 상기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컬러 캐

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컬러 처리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3차원 렌더링 프로세서에서의 효과적인 픽셀 캐쉬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3차원

렌더링 프로세서에서 수행되는 깊이 검사(z-test)의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컬러 데이터를 캐쉬에 적재한다. 즉,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4개 또는 8개의 엔트리를 가지는 작은 버퍼, 즉 픽셀 버퍼(pixel buffer)에 저장한 뒤,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선택적인 적재 기법을 사용한다. 깊이 검사가 성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캐쉬에 저장하고, 깊이 검사에

실패한 데이터는 캐쉬에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깊이 검사가 성공한 데이터는 실패한 데이터에 비해서 좀더 오랜 시간

동안 캐쉬 시스템에 저장됨으로써 재사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그래픽 가속기용 픽셀 캐쉬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3차원 그래픽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3차원 그래픽의 처리 과정은 3차원 응용 소프트웨어(10)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20)를 통하여 보낸 3차원 그래픽 데이터에 대해 3차원 그래픽 가속기(30)에서 실시간 하드웨어

가속을 수행한 후 디스플레이(40)로 보내지는 단계를 거친다. 3차원 그래픽 가속기(30)는 크게 기하학 처리(32)와 렌더링

(34)을 수행한다. 기하학 처리(32)는 주로 3차원 좌표계의 물체를 시점에 따라 변환하고, 2차원 좌표계로 투영 처리하는

과정이다. 렌더링(34)은 2차원 좌표계의 이미지에 대한 색깔 값을 결정하여 프레임 버퍼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한 개의 프

레임에 대하여 입력되는 모든 3차원 데이터에 대한 처리 수행이 끝난 후에 프레임 버퍼에 저장된 색깔 값은 디스플레이

(40)로 보내진다.

  3차원 그래픽 영상은 주로 점, 선, 다각형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3차원 렌더링 프로세서는 삼각형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진다. 렌더링 프로세서는 고성능의 처리를 위하여 파이프라인(pipeline)화되어 있으며, 삼각형마다(per

triangle) 처리되는 삼각형 셋업(triangle setup) 처리부, 에지마다(per edge) 처리되는 에지-웍(edge-walk) 처리부, 및

픽셀마다(per pixel) 처리되는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pixel rasterization) 처리부로 구성된다.

  삼각형 셋업 처리부는 에지-웍 처리부 및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처리부에서 사용될 값들을 입력되는 삼각형에 대하여

계산한다. 에지-웍 처리부는 삼각형의 에지를 따라 스팬(span)의 시작점과 끝점을 구한다. 여기서 스팬의 시작점과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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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어진 스캔 라인(scan line)이 삼각형의 에지들과 만나는 두 개의 교차점이며, 스팬은 이러한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있

는 픽셀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처리부는 스팬에 대하여 보간(interpolation)을 통하여 스팬을 구성

하는 픽셀에 대한 최종 색깔 값을 생성하는 부분이다.

  도 2는 전형적인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텍스쳐 캐쉬(200),

픽셀 캐쉬(210) 및 3차원 그래픽 가속기 외부의 메모리(220)를 함께 도시하였다.

  프레그먼트 정보(fragment information, 1)는 보간을 통하여 생성된 색깔값, 3차원 위치 좌표인 (x, y, z), 그리고 텍스쳐

좌표 등을 포함한다. 파이프라인의 처음 두 단계에서는 해당 텍스쳐 좌표에 대하여 4개 또는 8개의 텍셀(texel)을 텍스쳐

캐쉬(200)로부터 읽어 필터링을 수행하여 하나의 텍셀을 생성하고(100), 이를 입력되는 프래그먼트 정보의 일부인 색깔

값과 혼합한다(텍스쳐 혼합, 110). 다음으로 프래그먼트 정보의 알파(alpha) 값과 필터링된 텍셀의 알파 값을 테스트한다

(120). 여기서 알파 값이란 투명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이면 파이프라인의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되

고, 실패이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현재의 프래그먼트 정보를 버린다.

  파이프라인의 다음 두 단계에서는 픽셀 캐쉬(210)로부터 깊이 값(z value)에 대한 읽기 연산을 수행하고(깊이 읽기,

130) 현재의 프래그먼트에 대한 깊이 값과 비교한다(깊이 테스트, 140). 깊이 테스트란 현재의 프래그먼트가 이전에 처리

된 영상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가를 검사하는데, 만약 보이지 않게 되면 검사 결과는 실패가 된다. 만약 테스트의 결

과가 실패이면 현재의 프래그먼트는 파이프라인에서 버려진다. 만약 성공이면 현재의 프래그먼트의 깊이 값이 픽셀 캐쉬

에 쓰여진다(150).

  다음 픽셀 캐쉬(210)로부터 색깔 값에 대한 읽기 연산이 수행되고(160), 픽셀 캐쉬로부터 읽어온 색깔 값과 텍스쳐 혼합

(110) 단계에서 생성된 색깔 값에 대해서 알파 블렌딩(170)이 수행되며, 이렇게 생성된 최종 색깔 값은 픽셀 캐쉬에 저장

된다(180).

  래스터라이제이션 처리 단계에서의 전체 메모리 전송량의 상당 부분은 픽셀 처리 파이프라인 단계의 텍스쳐의 전송과 프

레임 버퍼 메모리(220)에의 접근에서 발생한다. 텍스쳐 데이터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질감 효과를 나타내

기 위하여 사용되며, 비트맵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텍스쳐 데이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텍셀과 화면 상에 표시되는 폴리곤의 최소 단위인 픽셀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밉맵(mip-

map) 기법을 사용한다. 밉맵 기법이란 빠른 텍스쳐 매핑을 위해서 미리 여러 LOD(level of detail) 레벨의 텍스쳐들을 만

들어 두고, 프로그램 수행시에 대표되는 텍셀의 값을 구하기 위해 8개의 텍셀을 읽어, 이들에 대한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

이션(tri-linear interpolation)을 행한 결과를 대표값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정확한 필터링에 의한 방법보다

는 빠른 방법이지만, 실시간의 밉맵핑(mipmapping)을 위하여 8개의 텍셀을 메모리로부터 읽어들여야 하므로 메모리 전송

량을 늘인다.

  프레임 버퍼에의 접근으로 인한 메모리 트래픽은 주로 z 테스트, 즉 깊이 테스트를 수행할 때에 발생한다. z 테스트는 현

재 처리 중인 픽셀과 이미 처리된 픽셀과의 깊이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현재 픽셀이 기존 픽셀보다 앞에 있으면 화면에 보

여지게 되고,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으므로 버려지게 된다. z 테스트 단계에서는 z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픽셀의 깊이

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픽셀의 사용 유무를 판단하여 읽기와 쓰기 작업을 수행한다. z 테스트의 수행 결과 현재 픽셀이 사용

된다면 알파 테스트 후 깊이 정보를 z 버퍼에 갱신한다. 만일 현재 픽셀이 투명도를 가지고 있다면 알파 테스트 후 깊이 정

보를 z 버퍼에 갱신하고 컬러 버퍼에 있는 픽셀의 색깔 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픽셀과 혼합(blending)한 후 컬러 버퍼에 갱

신한다. 이때 픽셀 정보를 계산하기 위하여 프레임 버퍼에 읽기와 쓰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과 함께 접

근 지연(access latency)도 성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3차원 그래픽 가속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텍스쳐 전송과 프레임 버

퍼 쓰기의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 캐쉬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캐쉬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량의 대역폭과 접근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사용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처리해야 하는 픽셀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텍스쳐 메모

리와 프레임 버퍼에의 전송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고성능 3차원 그래픽 하드웨어에 적합하면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저전력 픽셀 캐쉬의 구조를 제안한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픽셀 캐쉬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의 픽셀 캐쉬는 캐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z 데이터와 컬러 데이터를 분리하여

저장한다. 이를 위해 z 데이터 저장부(z 캐쉬, 410)와 컬러 데이터 저장부(컬러 캐쉬, 42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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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데이터 저장부(410)는 프레임 메모리(220)의 z 버퍼(222)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 와서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

라인에 제공한다.

  컬러 데이터 저장부(420)는 z 데이터 저장부(410)가 프레임 메모리(220)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동시에 프레

임 메모리(220)의 컬러 버퍼(224)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 저장하는데, 이를 프리페치(prefetch)라 한다. 컬

러 데이터 저장부(420)는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서 z 테스트를 수행하여 실제 컬러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에 저장된 컬러 데이터를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구조에서는 컬러 데이터

의 처리에 있어 z 테스트의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캐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더 바람직하게는 실제 사용되는 컬러 데이터만을 컬러 캐쉬(420)에 저장하여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

해 도 3과 같이 4개 또는 8개의 엔트리를 가지는 작은 크기의 컬러 픽셀 버퍼(450)를 픽셀 캐쉬(400) 내부에 둔다. 컬러 픽

셀 버퍼(450)는 프레임 메모리(220)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 저장하며,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서 z 테스트가 성공인 경우에만 컬러 데이터를 컬러 데이터 저장부(420)에 저장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그래픽 가속기의 동작과 신호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z 데이터의 읽기(300)를 수행하기 위해 z 데이터의 주소(2)를 픽셀 캐쉬(400)에 보내면, 픽셀 캐쉬(400)는 내부에서 필

요한 z 데이터를 찾는다. 만일 원하는 데이터가 z 캐쉬(412)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면 프레임 버퍼(220)의 z 버퍼(222)로

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와서 z 캐쉬(412)에 저장한다. 이때, z 데이터(3)를 읽어오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 버퍼(220)의

컬러 버퍼(224)로부터 z의 픽셀 위치에 해당하는 컬러 값을 읽어와서(prefetch) 컬러 픽셀 버퍼(450)에 저장한다. 이를 위

해 해당 컬러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컬러 주소, 4)를 생성하여 프레임 버퍼(220)에 제공한다.

  이후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서 z 테스트가 수행된다(310). z 테스트는 현재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

에서 처리되고 있는 픽셀이 화면에 보여지는 경우 성공이 되며, 이 픽셀이 이미 처리된 다른 픽셀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

는 경우 실패가 된다. 이러한 z 테스트의 결과는 픽셀 캐쉬(400)로 전달된다(315).

  만일 z 테스트의 결과가 실패(fail)이면 픽셀 버퍼(450)에 저장된 컬러 데이터(7)는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다. 3차원 그래

픽 가속기는 다음 픽셀 프래그먼트에 대해 컬러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success)이면 픽셀 버퍼(450)에 저장된 컬러 데이터(7)는 컬러 캐쉬(422)에 저장된다. 이

후 컬러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저장된 컬러 데이터(7)는 파이프라인의 컬러 읽기(340) 단

계에서 접근 지연이 없이 바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픽셀 캐쉬 구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한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프리페치) 컬러

읽기(340)에서 사용하므로 접근 지연이 없다. 둘째, z 테스트의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되는 컬러 데이터만을 컬러 캐

쉬(422)에 저장하기 때문에 컬러 캐쉬의 효율이 높아진다. 셋째, 픽셀 캐쉬에 저장되는 정보를 줄여서 전력 소비량이 줄어

든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픽셀 캐쉬 및 이를 이용한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실제 사용하는 컬러 데이터만을 컬

러 데이터의 처리 전에 미리 읽어 저장함으로써, 접근 지연을 없애고 컬러 캐쉬의 효율을 높이며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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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제공하는 z 데이터 저장부; 및

  상기 z 데이터 저장부가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

리 읽어와서 저장하며, 상기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서 소정의 z 테스트가 성공인 경우에만 상기 컬러 데이

터를 상기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제공하는 컬러 데이터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

픽 가속 장치의 픽셀 캐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 저장하며, 상기 픽셀 래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서 상기 z

테스트가 성공인 경우에만 상기 컬러 데이터를 상기 컬러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는 컬러 픽셀 버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의 픽셀 캐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픽셀 버퍼는 4개 또는 8개의 엔트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장

치의 픽셀 캐쉬.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z 테스트는 현재 래스터라이제이션 처리 중인 픽셀이 화면에 보여지는 경우 성공이 되며, 보여지

지 않는 경우 실패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의 픽셀 캐쉬.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z 데이터 저장부는 원하는 z 데이터가 상기 z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프레

임 메모리로부터 해당하는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장치의 픽셀 캐쉬.

청구항 6.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하는 z 캐쉬;

  상기 z 캐쉬가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동시에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

서 저장하는 컬러 캐쉬;

  상기 z 캐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z 테스트를 수행하는 z 테스트 수행부; 및

  상기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컬러 캐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컬러 처리를 하는 컬러 처리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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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미리 읽어와서 저장하며, 상기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인 경우에만 상기 컬러

데이터를 상기 컬러 캐쉬에 저장하는 컬러 픽셀 버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픽셀 버퍼는 4개 또는 8개의 엔트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기.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z 테스트는 현재 래스터라이제이션 처리 중인 픽셀이 화면에 보여지는 경우 성공이 되며, 보여지

지 않는 경우 실패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기.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z 캐쉬는 원하는 z 데이터가 상기 z 캐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해

당하는 z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기.

청구항 11.

  (a)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z 캐쉬에 저장하는 단계;

  (b)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컬러 캐쉬에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z 캐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z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 및

  (d) 상기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컬러 캐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컬러 처리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z 테스트는 현재 래스터라이제이션 처리 중인 픽셀이 화면에 보여지는 경우 성공이 되며, 보여

지지 않는 경우 실패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원하는 z 데이터가 상기 z 캐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해당하는 z 데이터를 읽어오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

청구항 14.

  (a)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z 캐쉬에 저장하는 단계;

  (b)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컬러 픽셀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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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상기 z 캐쉬로부터 z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z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

  (d) 상기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컬러 픽셀 버퍼에 저장된 컬러 데이터를 컬러 캐쉬에 저장하는 단계; 및

  (e) 상기 z 테스트의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컬러 캐쉬로부터 컬러 데이터를 읽어와서 소정의 컬러 처리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z 테스트는 현재 래스터라이제이션 처리 중인 픽셀이 화면에 보여지는 경우 성공이 되며, 보여

지지 않는 경우 실패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원하는 z 데이터가 상기 z 캐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해당하는 z 데이터를 읽어오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픽 가속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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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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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510131

- 10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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