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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영상 생성 및 조작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된 영상 및 그<1>
래픽의 고속 조작 및 조합을 용이하게 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강력한 컴퓨터 장치의 광범위한 이용가능성은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영상 상세(image <2>
detail) 및 공간 정보의 양을 급속히 증대시켜왔다. 이전의 시스템에서 영상은 바이레벨(bi-level) 값의 
비트 맵 래스터(bit map raster)로서 저장된 반면에, 최신의 영상 생성 및 조작 시스템은 각 영상 픽셀
(picture element, pixel)이 거대한 칼라 팔레트(palettes), 휘도(luminance) 등으로부터 엔트리를 명시
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에 의해 표현되는 멀티레벨 픽스맵(multi-level pixmap)을 수용한
다.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되는 영상(또한, 선, 다각형 및 원과 같은 사<3>
용자 정의 그래픽 성분을 포함할 수 있음)은 광스캐너(주로 영상의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하학
적 명세(specification)(그래픽 성분의 경우)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시스템은 "래스터 영상 프로세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입 정보를 적당한 컬러 값을 가지면서 집합적으로 영상을 나타
내는 픽셀의 영상형태의(imagewise) 어레이 또는 래스터로 "스캔변환"(scan-converts)한다. 이차원 래스
터 기하학은 영상의 디스플레이 가능한 폭과 높이에 상응하며, 어레이 내의 각 픽셀과 관련된 비트의 수
는 깊이(depth)로 불린다. 래스터는 "프레임 버퍼(frame buffer)"라 불리는 컴퓨터 메모리 부분에 저장되
며, 이 프레임 버퍼의 내용은 출력 장치에 순간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을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사용자 커맨드에 응답하여 개개의 픽셀 값을 조작하는 하이레벨 응용 소프<4>
트웨어(예, 디자인 프로그램)를 통해 프레임 버퍼에 억세스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간단한 컴퓨터 시스
템에서도 이용가능한 영상 생성 및 조작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래스터화된 영상을 변환, 회전 및 선형적
으로 스케일링(scaling)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픽스맵에 의해 정의된 직사각형 영역 내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래픽 및 영상 성분을 "클리핑"하며, 그 영역 밖으로 떨어져나간 부분(예를 들어, 사용
자  조작의  결과로서)은  (비록  이들  부분이  오버플로우  버퍼에  저장될  수  있을지라도) 렌더링되지
(rendered) 않는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필터링(filtering) 동작을 위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필터링 
동작은 원하는 결과(예를 들어, 스캔변환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스테어케이싱(staircasing)" 효과를 완
만하게 하기 위해)를 얻기 위해 픽셀 값을 수학적으로 처리한다.

영상-렌더링 작업(tasks)이 (메인 CPU 또는 CPU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모듈과 영상 렌더<5>
링에 독점적으로 전용되어지는 특수 하드웨어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분담되는 방식은 요구되는 성능의 정
도에 의존한다. 컴퓨테이션적으로(computationally)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작업은 3차원적 관계를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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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의 영상 성분의 조작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만일 디자인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3차원으로 구
체(sphere)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은 비록 그 구체의 전체 표면 내용(content)의 
한  부분만이  어느  한  순간에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할지지라도,  그  전체  표면  내용의 컴퓨테이션적인
(computational) "인식(awareness)"을 유지해야만 한다. 원근법(perspective) 문제 또한 야기되는데, 그 
이유는 3차원적 조작이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절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렌더링된 원근법에도 영향
을 주기 때문이며, 이들은 큐브(cubes)와 같은 에지형(edged)의 그래픽 객체(objects)에 대해 상당히 가
시적이다. 사용자의 뷰포인트(viewpoint) 주어지면 가시적인 영상 부분이 인식되도록 내용을 조작하는 것
은 그러한 객체의 각 픽셀로의 수학 집약적인(mathematically intensive) 기하학적 변환을 적용할 것을 
필요로 한다. 최대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연산은 직접적으로 프레임 버퍼를 조작하는 고속 
전용 하드웨어 구성요소에 의해 수행되며, 이것에 의해 메인 CPU의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스템 버스
에서의 트래픽을 감소시키게 되며, 시간 성취도보다 비용 효과를 강조하는 저급(lower-end) 시스템에서, 
컴퓨테이션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명령어에 따라 메인 CPU에 의해 수행되고, CPU는 프레임 버퍼의 내용을 
조작한다.

가장 진보된 디자인 시스템은 사용자 선택에 합치되도록 객체 표면에 대응하는 픽셀의 값을 변경<6>
하는 3차원 객체의 표면 출현(appearance)에 대한 사용자 제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조명된 표면의 특
성뿐만 아니라 조명(illumination)의 방향과 품질이 객체의 시각적 출현을 결정하고, 이들 파라미터는 획
득되어, 조명 모델을 사용하여 렌더링된 객체에 컴퓨테이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시스템
은 사용자로 하여금 "텍스처 매핑(texture mapping)"으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간단한 표면에 시
각적 상세(detail)를 부가(또는, 기존의 표면 상세를 새로운 디자인이나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다. 이와 관련하여, 용어 "텍스처"는 간단한 표면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영상과 같은 표면 상세의 어떠한 
형태라도 광범위하게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3차원적으로 렌더링된 객체의 지정된 
표면에 적용될, 픽스맵으로서 표현되고 "텍스처 맵" 또는 "텍스처"로서 알려진 디지털 방식으로 샘플링된 
"픽처(picture)"를 명시한다(specify). 이미징 시스템은 연속되는 공간 변환을 이용하여 텍스처에 적용하
는데, 먼저, 3차원적 공간으로 나타나게 될 때 텍스처를 객체의 수학적 표현에 적용하고, 객체의 가시 표
면을 출력 스크린을 표현하는 픽스맵으로 투영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표면-조작 연산은 통상적으로 전
용 하드웨어 구성요소에 의해 수행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명령어에 따라 메인 CPU에 의해 수행된다.

다양한  영상  생성  및  조작  기능(functions)의  실행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7>
(solutions) 사이의 양분(dichotomy)은 극도로 빠른 응답 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값비싼 고급 시스템과 상
당히 느리게 수행되는 값싼 저급 시스템 사이의 광범위한 한계에 기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8>

본 발명은 영상 렌더링 기능이 하드웨어에 의해 주로 수행되는 시스템과 주로 소프트웨어 구현에 <9>
의지하는 시스템 사이의 격차를 극복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아키텍처 또는 시스
템 토폴로지는 상대적으로 저가에 제조될 수 있고 메인(또는 호스트) CPU의 영상 생성 및 조작에 관련된 
가장 번거로운 컴퓨테이션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영상 관련 버스 트랜잭션(transac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을 활용한다. 본질적으로, 본 발명은 주로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구현
된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support)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 
확장가능한 하드웨어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시스템 설계자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능성의 최적 혼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한 관점에서, 본 발명은 프레임 버퍼에서의 픽셀 값의 조작을 관리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전용되<10>
는 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이 "렌더링 프로세서"는 원시요소(primitives)를 드로잉(draw)하고(즉, 그래픽 
원시요소의 스캔 변환을 수행하고), 픽셀 연산을 수행하고,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타이밍을 생성하고, 프
레임 버퍼를 제어하며, 이들은 모두 호스트 CPU에 의해 렌더링 프로세서로 전달되는 데이터 및 커맨드에 
응답하여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 렌더링 프로세서의 레퍼토리(repertoire)는 그래픽 원시요소의 스캔 
변환을 포함하며, 이것에 의해 이 작업으로부터 호스트 CPU를 구제하고, 버스 대역폭 요건을 상당히 감소
시킨다. 본 발명의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호스트 CPU(또는 다른 외부의 처리 구성요소)는 조명 및 텍스
처 매핑에 관련된 기본적인 컴퓨테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컴퓨테이션은 미가공(raw) 픽셀 값을 초래하
며, 렌더링 프로세서가 이들 값을 프레임 버퍼로 드로잉되는 최종 값들로 리파인(refine)한다. 호스트 
CPU와 같은 처리 구성요소는 단지 렌더링 프로세서를 통해서만 프레임 버퍼에 대한 억세스를 얻는다.

렌더링 프로세서(다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아닌)에 의해 수행되는 픽셀 처리의 <11>
정도는 원하는 시스템 성능(capability)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최소한, 렌더링 프로세서는 호스트 CPU, 
기하학(geometry) 프로세서 또는 다른 하이레벨 그래픽 프로세서로부터 수신되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프레
임 버퍼로 픽셀을 드로잉할 수  있으며,  이것은 X  및  Y  값  또는  CPU에  의해  제공되는 기하학적 명세
(specification)로부터 프레임 버퍼에서 실제 픽셀 주소(address)를 컴퓨팅하는 것을 수반한다. 또한, 바
람직하게 렌더링 프로세서는 엔드포인트(end-point) 좌표 또는 그들과 등가의 것으로부터 개개의 픽셀 값
을 결정하기 위해 보간 동작을 수행한다. 또한, 렌더링 프로세서는 앤티에일리어싱(antialiasing) 및 디
더링(dithering), 알파 블렌딩(alpha blending), Z-버퍼링, 포그(fog) 컴퓨테이션(포그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픽셀 영상에 화이트(white)를 부가하여 깊이 큐잉(depth cueing)을 제공함), 윈도우 또는 다른 경계
에 대한 클리핑(clipping), 영상의 이중 버퍼링(즉, 이전에 생성되어 현재 디스플레이된 영상을 메모리에
서 유지하면서 영상을 생성함), 및 텍스처 맵 처리와 같은 특수 처리 알고리즘 및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
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다시 말해, 렌더링 프로세서에 제공되는 기능성은 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하드웨어로부터 특정 기능을 철회한 상대적 이득(경제적, 시간적 성능면에서)에 의존하고, 이상적 선택은 
메인 시스템 버스를 통한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한가지 변형예에 있어서, 시스템은 사용자-지정 조명 파라미터에 따라 디스플레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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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영상 또는 그래픽 객체에 음영을 주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명 모델을 구현하는 별도의 프로세
서를 포함한다. 이 "라이터(lighter)" 또는 "기하학" 프로세서는 렌더링 프로세서와 직접 통신하며, 프레
임 버퍼에는 직접 억세스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서, 렌더링 프로세서는 특정 커맨드와 각각 관련된 일련의 자체-동작 레지<13>
스터(self-actuating register)를 포함한다. 이러한 레지스터 중 어떠한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주소지정하
고 기록함으로써, 호스트는 그 특정 레지스터에 관련된 커맨드의 실행을 함축적으로 명시한다(implicitly 
specifies). 특별히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렌더링 프로세서에 위치된 상응하는 다수의 레
지스터와 관련된 명령어의 한정된 집합들로 텍스처-매핑 동작을 분해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의 렌더링 프로세서는 바람직하게도, 렌더링 프로세서의 드<14>
로잉(drawing) 하드웨어가 외부 프로세서(예를 들어, 호스트 CPU 또는 라이터 프로세서)에 의해 동기식으
로  제어되는  슬레이브(slave)  모드를  제공하며,  따라서  외부  하드웨어가  (예를  들어,  텍스처  매핑을 
위한) 관련 컴퓨테이션을 수행하는 동안 렌더링 프로세서는 스캔-변환 프로세스를 통해 단일-단계를 진행
한다(single-steps). 이러한 방법으로 렌더링 프로세서의 동작을 외부 프로세서에 동기시킴으로써, 본 발
명은 효율이 최적화된 구성을 제공하며, 이것에 의해 외부 프로세서는 복잡하고, 컴퓨테이션적으로 집약
적인 렌더링(예를 들면, 텍스처 매핑) 컴퓨테이션 집합을 수행하며, 렌더링 프로세서는 연속적이고, 파이
프라인 방식에 기반하여 이러한 컴퓨테이션의 결과를 활용하고, 프레임 버퍼 데이터와 관련된 것과 같은 
다른 컴퓨테이션 집합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전술한  설명은  첨부도면과  함께  다음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쉽게  이해될 <15>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을 위한 대표적인 컴퓨테이션 환경을 도시한 개략도.<16>

도2는 본 발명의 토폴로지의 구성요소 및 동작을 도시한 개략도.<17>

도3은 본 발명의 렌더링 프로세서의 내부 구성요소를 도시한 개략도.<18>

도4는 대표적인 삼각형이 슬레이브 모드에서 스캔-변환될 수 있는 방식을 도시한 도면.<19>

실시예

먼저 도1을 참조하면, 그래픽 및 영상-렌더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반화된 하드웨어 환경을 도<20>
시한 것으로서,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은 메인 시스템 메모리(17)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호스트 CPU(15)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메모리(17)는 컴퓨터의 기본 운영체
제(operating system)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도면 부호 19에 함께 표시됨) 부분을 포함하여, 
정보의  임시  저장을  위해  휘발성  또는  랜덤  억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RAM)를  포함한다. 
또한,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컴퓨터의 구성정보 부분 및 기본 운영체제의 부가적인 부분을 영구적으로 저
장하기 위한 리드-온리 메모리(Read Only Memory, ROM)와 하드디스크 및/또는 CD-ROM 드라이브와 같은 적
어도 하나의 대용량 저장 장치(21)를 포함한다.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는 양방향 시스템 버스(23)를 통
해 통신한다.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적어도 일부분들이 시스템 메모리(17)내에 존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21>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27)을  실행할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  장치(25)(예를  들어,  키보드, 
마우스, 문서를 판독하고 그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광스캐너 등)를 이용하여 시스템과 대화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처럼, 용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넓은 범위로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 처리를 하고, 그 
정보를 그래픽이나 영상 생성 또는 조작 연산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능성의 주요부분을 
말하며, 이러한 용어들은 논의의 간편함을 위해 서로 바꾸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출력은 디스플레이(30) 
상에 제시된다(presented). 디스플레이(30)의 순간적으로 한 픽셀 씩 나타나는 출현은 메인 시스템 메모
리(17)의 일부분으로서 도시된 프레임 버퍼(32)(메모리(17)로부터 분리되어 구현될 수도 있음)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시스템은 그래픽 또는 영상-렌더링 동작에 전용되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운영체제(19)는 <22>
입력 영상(기하학적 객체로서 정의됨)을 영상 점, 선 및 다각형(그것들의 꼭지점(vertices)에 의해 정의

됨)과 같은 그래픽 원시요소로 분해하는 것과 인코딩된 그래픽 명령어(예를 들어, PostScript
TM 
커맨드)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프리-렌더링 기능을 실행하는 그래픽 부시스템(subsystem)(35)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능성도 역시 어플리케이션(27)과 공유될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저급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도
면 부호 37에 표시된, 더욱 진보된 영상 생성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37)는 그래픽 시스템(35)에 의해 생성된 원시요소를 실제 픽셀 값 및 주소로 스캔 변환을 수
행하는 래스터 영상 프로세서(RIP)와, 칼라, 투명성(transparency)(오버래핑 객체들이 서로 적절하게 맞
물리도록 하기 위한) 및 객체 연결성(connectivity)과 같은 픽셀 속성을 할당하기 위한 모듈을 포함하고, 
또한, 사용자가 객체의 방향을 변경할 때 렌더링된 객체의 기하학적 변환을 수행하는 모듈, 프리필터링 
및/또는  포스트필터링을  위한  모듈,  및  조명  컴퓨테이션  및  텍스처  매핑을  위한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모듈(17)은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 엔티티(entity)나 어플리케이
션(27)과 관련된 기능성 또는 그들의 몇몇 조합을 표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모듈(17)은 이중 버퍼링, 
텍스처 매핑 등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일련의 메모리 버퍼(39)와 상호 작용한다. 전술한 모든 처
리 동작은 종래 기술에서 잘 특징지워져 있으며, 그들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현
재 저급 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부의 제한된 픽셀 하드웨어(예를 들어, Video Graphics Array, VGA)
가 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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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시스템에서, 그래픽 시스템(35)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사실상의 모든 그래픽 및 영상 렌더<23>
링 동작에 대한 책임은 대표적으로 도면 부호 40에 도시된 전용 하드웨어에 맡겨져 있다. 여러 개의 분리
된 집적회로 프로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디스플레이-제어 하드웨어는 프레임 버퍼(32)에 직접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하드웨어(40)와 프레임 버퍼(32) 사이의 판독 및 기록 동작은 버스(2
3)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또한, 하드웨어(40)는 다양한 버퍼(39)에 직접 억세스할 수 있다.

도2는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 렌더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24>
성요소 사이에서의 이미징 및 그래픽 기능성의 최적의 할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본 발명의 토폴로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메인 시스템 버스(23)는 보다 집중된(focused) 형태의 트랜잭션
을 전달하는 한 쌍의 버스(110,112)로 대체된다. CPU-메모리 버스(110)는 CPU(15)를 시스템 메모리(17)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23)의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I/O 버스(112)는 CPU(15)를 그 기능이 아래에 
상세히 기술된 전용 렌더링 프로세서, 대용량 저장 장치(21) 및 입력장치(25)에 연결한다. 또한, I/O 버
스(112)는 CPU(15) 및 렌더링 프로세서(115)를 기하학적 변환, 조명 및 원하는 경우 클리핑과 관련된 수
학적 연산을 수행하는 최적의 라이터/기하학 프로세서(117)에 연결하며, 프로세서(117)의 기능을 구현하
는 집적회로는 종래 기술에서 잘 특징지워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동 소수점 연산을 위해 구성된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칩 또는 고도의 파이프라인 방식의 VLIW(Very Long Instruction Word) 칩이다(대안으
로, 이러한 기능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모듈(37)에 따라 CPU(15)에 의해 제공되어 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처리 효율이 희생된다). 마지막으로, I/O 버스(112)는 CPU(15) 및 렌더링 프로세서(115)를 텍스처 동작을 
수행하는 텍스처 프로세서(119)에 연결한다. 만일 프로세서(117 및/또는 119)가 생략된다면, 그들의 기능
은 렌더링 프로세서(115)에 의해 수행되거나 메모리(17)에 저장된 명령어에 따라 CPU(15)에 의해 수행되
거나 또는 그들의 몇몇 조합에 의해 수행된다. 아직까지 RAM으로 구현되기는 하지만, 프레임 버퍼(32)는 
CPU(15)에 의해 주소지정 가능한 시스템 메모리(17)의 구성요소로부터 철회되었으며, 그것의 내용은 렌더
링 프로세서(115)에 의해 또는 렌더링 프로세서(115)를 통해 단독으로 결정되어 조작된다. 다시 말해, 디
스플레이(30)에  제시되는  인식  가능한(discernible)  특징은  프레임  버퍼(32)의  순간적인  내용을 

반영한다.

텍스처 프로세서(119)의 동작 및 렌더링 프로세서(115)와의 그 관계는 텍스처 매핑과 관련하여 <25>
잘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동작은 경계가 되는 그래픽 표면 영역에 시각적 상세를 
부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시각적 상세는 버퍼(39)(또는 프레임 버퍼(32))에 존재하는 전형적으로 평면
적인 영상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선택 "텍스처 맵"에서 비롯되며, 영상 생성 및 조작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선택가능한 텍스처 맵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대용량 저장 장치(21)로부터 
버퍼(39)로 다운로드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자가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안으로, 프로세서(117, 119)는 프로세서(115)와 직렬 연결로 결합될 수 있으며, 또는 프로세서 <26>
(117,119)의 기능들이 조합될 수 있다.

픽셀 또는 텍스처 맵의 "텍셀(texels)"은 일반적으로 u x v 어레이로서 정의되며, 각각의 텍셀은 <27>
u,v  좌표에  의해  식별된다.  3차원  객체를  표현하는  그래픽  표면에  텍셀을  적용하기  위해(즉, 뷰어
(viewer)의 시선에 수직이 되는 평면으로 객체를 투영), 텍셀은 수학적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객체의 3차
원 표면에 먼저 매핑되고, 다음에 이 표면은 x,y 좌표에 의해 정의된 원시요소 또는 영상을 형성하기 위
해 출력 스크린 위에 투영된다.

텍스처 맵이 적용되는 출력 스크린 상의 (즉, 프레임 버퍼(32) 내의) 하나의 픽셀이 다수의 텍셀<28>
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이것은 텍셀들 사이에서 가중 및 가산을 필요로 한다. 특정 픽셀에 상응하는 
텍셀들의 수는 텍스처 맵과 3차원 객체 표면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에 달려 있다. 텍스처가 비스듬히 뒤쪽
으로 기울어진 접지면(oblique receding ground plane)에 매핑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세스가 극히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극히 많은 수의 텍셀이 단일의 원거리 접지면 픽
셀을 텍스처하기 위해 가중되어 가산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
리필터링 방식이 고안되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다중-해상도(multi-resolution) 데이터 구조로서 텍스처 
맵을 표현하는 것을 수반하며, 감소하는 해상도에서 영상의 하이어라키를 형성하기 위하여 원래의 텍스처 
맵을 연속적으로 대역제한하고(bandlimiting) 부샘플링함으로써(subsampling) 생성될 수 있다. 보다 조잡
한(coarser) 텍스처 맵은 그것이 프리필터링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컴퓨테이션적인 요구가 적으며, 텍
스처 프로세서(119)는 그 텍스처 맵에 적절한 기하학적 고찰(considerations)에 기초하여 주어진 표면 지
점에 어떠한 텍셀을 적용할 지를 결정하며, 전반적인 목표는 최종 영상의 해상도를 위해 최소의 희생으로 
처리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쟁적 파라미터들에 일
치되는 관련 가중치들을 명시한다.

그러한 한가지 프리필터링 방법은 칼라 텍스처-맵 영상을 "밉맵(mip map)"이라 불리는 피라미드 <29>
메모리 조직으로 분해하는 것을 수반하며, 여기서 밉(mip)이라는 용어는 "작으나 내용이 풍부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구절 "multum in parvo"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방식에서, 다양한 피라미드 레벨은 원래의 
소스 영상의 다양한 해상도에 대응하고, 레벨의 수는 레벨들 사이의 트리리니어(trilinear) 보간법(블렌
딩)에 의해 확장될 수 있으며, 마지막 텍셀 값은 u,v 및 d 좌표에 의해 정의되고, 여기서 d는 보간된 피
라미드 계층(layer)의 깊이에 대응한다. 변환, 투영 및 보간 루틴과 관련된 수학적 연산동은 선택적인 기
하학 프로세서(117) 또는 텍스처 프로세서(119)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최종 필
터링된 텍셀 값을 컴퓨팅하고, 다른 필터링 동작을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프레임 버퍼(32)의 적절한 x,y 
위치에 픽셀을 드로잉한다.

그러므로, 묘사된 토폴로지에서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프레임 버퍼(32)에 배타적으로 억세스한<30>
다.  프리-렌더링  동작(클리핑,  조명,  많은  텍스처-매핑  계산  및  다른  기하학적  변환)은 프로세서
(117,119)에 의해 수행되거나, 또는 원하는 경우에 CPU(15)에 할당될 수 있는데, 설명의 편리함을 위해, 
계속되는 논의에서는 프로세서(117,119)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렌더링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주요한 작업은 각 픽셀과 관련된 파라미터(x, y, z, r, g, b, <31>
α, F, T)를 사용하여 원시요소를 스캔 변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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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 프레임 버퍼에서 픽셀의 좌표 위치.<32>

z = (교합(occlusion) 관계를 위한) 다른 객체에 대한 픽셀의 "깊이". <33>

r,g,b = 적색/청색/녹색 칼라 공간에서의 픽셀 칼라 값.<34>

α= 투명성 또는 픽셀-커버리지(coverage) 값.<35>

F = 포그 값<36>

T = 텍셀 값<37>

전형적으로, z값은 렌더링될 각 원시요소와 관련된 분리된 "Z-버퍼"(즉, 버퍼(39) 중 하나)에 저<38>
장되고,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다른 객체에 대한 그 깊이를 나타내는, 원시요소가 유도된 객체로부터와 
관련된 값에 기초하여 스캔 변환 과정에서 개개의 픽셀의 z값을 결정한다. x,y 픽셀에 할당되는 최종 값
들은 원시요소에서 해당 지점의 r,g,b 값과 그것의 z값 및 소정의 관련된 α와 F 값에 의존한다. 텍스처 
매핑의 경우에, 각 원시요소는 일반적으로 많아야 하나의 관련 텍스처 맵을 갖게 되거나 또는 한 세트의 
밉맵을 갖게 된다. 텍스처링을 수용하기 위해, 각 픽셀에 대해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r,g,b 값을 프레
임 버퍼(32)로부터 판독하고, z 값을 Z-버퍼로부터 판독하고, 그리고 텍스처 프로세서(119)에 의해 제공
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텍셀 값 T를 판독하고, 다음에, 이들 값을 보간 및 블렌딩을 통해 최종 픽셀 
값으로 조합한다. 또한,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통상적으로 보간된 "소스" r,g,b,z 및 F 값을 사용한다.

프로세서(115)의  일실시예의  내부  구조가  도3에  도시되어  있다.  픽셀  입/출력  유니트(Pixel <39>
input/output unit, 이하 PIOU라 함) 기능 블록(200)은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CPU(15)가 데이
터 및 커맨드를 프로세서(115)로 전달하고, 레지스터를 판독 및 기록하고, 프레임 버퍼(32)로부터 픽셀 
데이터를 판독하고, 픽셀 데이터를 프레임 버퍼(32)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PIOU(200)는 후술되는 바
와 같이, 슬레이브-모드(slave-mode) 코스캐닝(co-scanning)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 선입선출(First-In 
First-Out, FIFO) 모듈(도면 부호 202로 집합적으로 표시됨)을 포함한다.

PIOU(200)는 그래픽 원시요소의 원시적인 스캔 변환을 수행하는 스캐닝 엔진(이하, SSC라 함) 블<40>
록(204)과 통신한다. SSC(204)는 원시요소와 그 원시요소에 대해 수행될 기능에 대응하는 커맨드를 수신
하기  위한  데이터  레지스터(206)를  포함한다.  PIOU(200)와  SSC(204)는  프레임  버퍼  데이터의 페칭
(fetching), 버퍼링(buffering) 및 저장(storing)을 제어하는 제어 블록(APATH)(210)과 통신한다. 바람직
하게, APATH(210)는 상당히(heavily) 파이프라인되어 있으며, 동작이 이루어질 것에 관한 데이터를 프리
페치하고, 페치되어 만들어지거나 수정된 이후의 데이터를 버퍼링하며, 프레임 버퍼(32)로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APATH(210)는 일련의 커맨드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레지스터(212)를 포함하며, 
이 커맨드 레지스터의 식별자는 커맨드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 이들 레지스터에 값을 기록하는 것은 그 
연관된 기능의 순서화된 실행을 유발한다.

APATH(210)는 각각의 드로잉된 픽셀에 대해 칼라(r,g,b), α, F 및 z 값을 보간하는 보간(IPOL) <41>
블록(215)으로 미가공(raw) 픽셀 데이터를 보낸다. IPOL(215)은 보간된 값을 수정(PIXMOD) 블록(217)으로 
전잘하고, 상기 수정(PIXMOD) 블록(217)은 IPOL(215)로부터 발생된 커맨드에 응답하여, 논리적 연산, 알
파  블렌딩,  텍스처  필터링  및  블렌딩과  플레인  마스킹(plane  masking)과  같은  픽셀  수정  동작을 
수행한다. PIXMOD(217)는 처리된 값을 APATH(210)으로 반송한다. 프레임 버퍼(32)로부터 또는 프레임 버
퍼(32)로의 데이터 트레픽은 실제적인 프레임 버퍼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수행하고 프레임버퍼 메모리를 
리프레쉬하는 프레임 버퍼 인터페이스(220)에 의해 처리된다. 도면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입/출력 시스
템(예를 들어, BIOS) ROM 칩과 관련 온-보드 디바이스(on-board devices), 시스템을 위한 스크린 타이밍
(blank 및 sync)을 생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제어기 및 비디오(예를 들면, NTSC 캡쳐) 기능성에 대한 접
속과 같은 주요 인터페이스 구성요소가 있다.

SSC(204)는  2차원  및  3차원  원시요소의  표준  세트를  인식하고  그와  연관된  다양한 유틸리티<42>
(utility)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일실시예에서, 유틸리티 기능들은 CPU(15)에 의해 발생되는 커맨드
들에 의해 동작가능하고, FIFO(202)를 통해 레지스터 내용을 I/O 버스(112)로 전달하는 것과 버퍼 동작 
및 모드 세팅을 포함한다. 원시적인 동작들은 프레임 버퍼(32)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크린-정렬 직사
각형의 소스 영역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그 프레임 버퍼의 스크린-정렬 목적지 영역에 결합하는 비트-블록 
이동(transfer)("BitBlts"); 고정된 칼라 값으로 스크린 정렬 다각형을 채우는 필(fill) 동작; SSC(204) 
내에 있는 클리핑 경계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한 직사각형 윈도우 클리핑; 지정된 일련의 픽셀
에 의해 만들어진 패턴을 정의되고 경계지어진 영역으로 타일링(tiling)하는 것과 같은 패터닝 래스터 동
작; 정의된 소스 픽셀 블록의 "신장(stretching)" 및 "축소(shrinking)"; Bresenham 라인의 드로잉; 및 
점, 선, 스팬(spans) 및 채워진 영역을 포함하는 3차원 원시요소의 드로잉을 포함한다.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CPU(15), 라이터 프로세서(117) 또는 텍스처 프로세서(119)와 같은 외부 <43>
프로세서에 의해 SSC(204), APATH(210), IPOL(215) 및 PIXMOD(217)의 동기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모드에서,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제어하는 외부 프로세서 요소의 타이밍에 
"종속적(slave)"이며, 스캔-변환 프로세스를 통해 단일 스테핑한다(single-stepping). 이 "슬레이브-모드 
코스캐닝(slave-mode co-scanning)" 능력은 텍스처 매핑 동작과 관련하여 특히 유용하며, 그 이유는 스캔 
변환이 요구되는 텍스처-매핑 컴퓨테이션의 텍스처 프로세서(119)(또는 CPU(15))에 의한 수행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슬레이브-모드  동작은  자체  동작  커맨드  레지스터(self-actuating  command 
register)로부터 특별한 이점을 유도한다. 슬레이브-모드 동작은 렌더링 프로세서(115)에 고가의 텍스처-
처리 하드웨어를 갖추거나, 또는 모든 렌더링 작업을 상대적으로 느리고 높은 오버헤드의 소프트웨어에게 
할당하는 대신에, 상이한 프로세서 요소들 사이에서 처리 부담의 최적 분할을 용이하게 하며, 이러한 작
업은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성능 특성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분산되어진다.  CPU(15)(또는 프로세서
(117 또는 119))는 드로잉될 요소들을 드로잉 또는 비-드로잉 단계들로 분해함으로써 원시요소들을 생성
하고, CPU(15), 기하학 프로세서(117) 또는 텍스처 프로세서(119)는 스캔-변환 컴퓨테이션의 일부뿐만 아
니라 텍스처-매핑 컴퓨테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지원되는 동작(후술됨) 중 하나의 실행을 야기하기 
위해 레지스터(212) 중 다양한 레지스터로 제공된다. 다음에,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원시요소를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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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변환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한 픽셀씩 스캔 변환을 수행하고, 그 픽셀에 대해 소정의 지정된 텍
스처 필터링 및 블렌딩 동작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프레임 버퍼(32)에 기록한다. 이러한 동작은 구성요
소 사이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따라서 렌더링 프로세서는 외부적으로 수행된 컴퓨테이션 결과를 그것이 
이용 가능하게 되자마자 이용하고, 그 시간동안 외부 구성요소들은 후속 컴퓨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자
유롭게 남아 있다.

원시요소를 드로잉하기 위하여, 외부 프로세서 요소는 필요한 파라미터와 지정된 원시요소를 나<44>
타내는 슬레이브-모드 커맨드를 로드한다. 다음에, 외부 프로세서 요소는 첫 번째 픽셀에 대해 일련의 텍
스처 커맨드/데이터 쌍을 적절한 자체 동작 레지스터(212)에 로드하며, 데이터의 한 워드를 이들 레지스
터 주소로 로드함으로써 대응하는 프로세서 동작이 시작된다. 그 데이터는 텍스처 필터링을 위해 필요한 
텍셀 주소나 기준화 인수(scale factor)(즉, 밉맵 선형 보간을 위해 요구되는 u,v 또는 d의 분수 성분
(fractional components)을 나타낸다. 텍스처 커맨드가 첫 번째 픽셀에 대해 완료된 이후에, 슬레이브 스
텝(Slave Step) 커맨드가 입력되어, 프로세서(115)가 다음 픽셀에 대해 동작할 준비를 하게 된다.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바람직하게 다음의 슬레이브 스텝 커맨드를 실행한다.<45>

SlaveStepPX: 오른쪽 이동<46>

SlaveStepNX: 왼쪽 이동<47>

SlaveStepPY: 아래쪽 이동<48>

SlaveDrawStepPX: 현재 픽셀을 드로잉하고, 오른쪽 이동<49>

SlaveDrawStepNX: 현재 픽셀을 드로잉하고, 왼쪽 이동<50>

SlaveDrawStepPY: 현재 픽셀을 드로잉하고, 아래쪽 이동<51>

SlaveReturnStepPX: 저장된 픽셀 위치로 리턴하고, 오른쪽 이동<52>

SlaveReturnStepNX: 저장된 픽셀 위치로 리턴하고, 왼쪽 이동<53>

SlaveDrawReturnStepPX: 현재 픽셀을 드로잉하고, 저장된 픽셀 위치로 리턴하며, 오른쪽 이동<54>

SlaveDrawReturnStepNX: 현재 픽셀을 드로잉하고, 저장된 픽셀 위치로 리턴하며, 왼쪽 이동<55>

SlaveSaveStepPX: 현재 픽셀 위치를 저장하고, 오른쪽 이동<56>

SlaveSaveStepNX: 현재 픽셀 위치를 저장하고, 왼쪽 이동<57>

SlaveDrawSaveStepPX: 현재 픽셀 위치를 드로잉하고, 현재 픽셀 위치를 저장하며, 오른쪽 이동<58>

SlaveDrawSaveStepNX: 현재 픽셀 위치를 드로잉하고, 현재 픽셀 위치를 저장하며, 왼쪽 이동<59>

DrawLineMajorStep: 현재 라인 픽셀을 드로잉하고, 주 단계(major step)를 취하기<60>

DrawLineMinorStep: 현재 라인 픽셀을 그리며, 부 단계(minor step)를 취하기<61>

고유의 자체 동작 레지스터(212)와 각각 관련된 인식된 텍셀 커맨드는 텍셀 주소의 식별, 밉맵 <62>
사이 및 밉맵 내의 선형 보간 및 포인트 샘플링으로 향하게 된다. 선형 보간과 포인트 샘플링 동작은 밉
맵(d 인수를 사용함) 사이의 보간 또는 가장 가까운 맵의 선택, 및 맵(즉, 주어진 픽셀에 대해 컴퓨팅된 
u,v 좌표를 둘러싼 최대 4개의 텍셀 사이에서) 내의 보간 또는 선택된 맵 내에서의 가장 가까운 텍셀의 
식별을 포함한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해 지원되는 텍셀 커맨드는 바람직하게 6개 범주, 즉, 단일 맵에서 
가장  가까운  텍셀을  식별하는  NEAREST  동작;  단일  맵의  가장  가까운  텍셀들  사이를  보간하는  LINEAR 
동작; 가장 가까운 밉맵(d 값을 사용함)과 거기서 가장 가까운 텍셀을 식별하는 NEAREST_MIPMAP_NEAREST 
포인트-샘플링 동작; 가장 가까운 밉맵 내의 4개 픽셀 사이의 선형 보간을 수행하는 
LINEAR_MIPMAP_NEAREST 동작; 2개의 주변 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텍셀을 선택하고 그 사이를 선형 보간
하는 NEAREST_MIPMAP_LINEAR 동작; 및 밉맵과 텍셀 사이를 보간하는 LINEAR_MIPMAP_LINEAR 커맨드로 나누
어진다.

비록 각각의 가능한 커맨드를 단일 자체 동작 레지스터와 간단하게 연관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63>
불구하고, 일부의 커맨드가 하위 레벨 커맨드의 조합을 나타내고, 데이터의 특징적 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레지스터 수의 감소를 용이하게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음의 커맨드는 개개의 전
용 레지스터에 관련되어 있다:

커맨드               기능<64>

TexCommand0 Acc3 = Fetch_Texel(Input Data)<65>

TexCommand1 TMP = Fetch_Texel(Input Data)<66>

TexCommand2 Acc1 = TMP*(1-uf) +<67>

 Fetch_Texel(Input Data)*uf<68>

TexCommand3 Acc2 = TMP*(1-uf) +<69>

 Fetch_Texel(Input Data)*uf<70>

TexCommand4 Acc3 = Acc1*(1-vf) + Acc2*vf<71>

TexCommand5 Acc3 = TMP*(1-df) +<72>

        Fetch_Texel(Input Data)*df<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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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Command6 Acc1 = Acc1*(1-vf) + Acc2*vf<74>

TexCommand7 Acc3 = Acc1*(1-df) + Acc3*df<75>

TexCommand8-13 (내부 사용)<76>

TexCommand14       df를 로드<77>

TexCommand15       uf를 로드<78>

여기서, TMP, Acc1, Acc2 및 Acc3은 임시 레지스터이고; uf, vf 및 df는 TexCommands 2-7,14 및 <79>
15에서 u,v 및 d 값의 분수 값이 로드되는 레지스터이고; 및 Fetch_Texel(Input Data)는 페치된 텍셀과 
관련된 칼라 데이터(예를 들면, r,g,b 및 α)를 말한다.

어떤 연산은 그 연산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레지스터 또는 일련의 레지스터로 <80>
데이터를 로딩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들 그 연산 및 그와 관련된 커맨드 레지스터들은 다음과 같다.

NEAREST<81>

TexCommand0 텍셀 주소 1<82>

LINEAR<83>

TexCommand1 텍셀 주소 1<84>

TexCommand15        (u)프랙션(fraction)(첫번째 밉맵)<85>

TexCommand2 텍셀 주소 2<86>

TexCommand1 텍셀 주소 3<87>

TexCommand3 텍셀 주소 4<88>

TexCommand4 (v)프랙션(첫번째 밉맵)<89>

NEAREST MIPMAP NEAREST<90>

TexCommand0 텍셀 주소 1<91>

LINEAR MIPMAP NEAREST<92>

TexCommand1 텍셀 주소 1<93>

TexCommand15        (u)프랙션(첫번째 밉맵)<94>

TexCommand2 텍셀 주소 2<95>

TexCommand1 텍셀 주소 3<96>

TexCommand3 텍셀 주소 4<97>

TexCommand4 (v)프랙션(첫번째 밉맵)<98>

NEAREST MIPMAP LINEAR<99>

TexCommand1 텍셀 주소 1<100>

TexCommand14        (d)프랙션(밉맵 사이)<101>

TexCommand5 텍셀 주소 2<102>

LINEAR MIPMAP LINEAR<103>

TexCommand1 텍셀 주소 1<104>

TexCommand15        (u)프랙션(첫번째 밉맵)<105>

TexCommand2 텍셀 주소 2<106>

TexCommand1 텍셀 주소 3<107>

TexCommand3 텍셀 주소 4<108>

TexCommand4 (v)프랙션(첫번째 밉맵)<109>

TexCommand1 텍셀 주소 5<110>

TexCommand15        (u)프랙션(두번째 밉맵)<111>

TexCommand2 텍셀 주소 6<112>

TexCommand1 텍셀 주소 7<113>

TexCommand3 텍셀 주소 8<114>

TexCommand6 (v)프랙션(두번째 밉맵)<115>

TexCommand7 (d)프랙션(밉맵 사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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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이러한 관점에서의 동작은 특정 예에 관련하여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도4는 렌더링 <117>
프로세서(115)가 슬레이브 모드에서 3차원의 텍스처된 삼각형을 스캔-변환하는 방식을 도시하고 있다. 외
부 프로세서 요소 - 즉,CPU(117), 프로세서(117) 및/또는 프로세서(119) - 는 다음의 단계를 수행한다:

1. 삼각형에 대한 초기화 값을 SSC(204)에 로드한다.<118>

2. 필(fill) 원시요소를 드로잉하기 위한 커맨드를 레지스터(206)에 로드한다.<119>

3. 첫 번째 픽셀 및 그와 관련된 텍셀 커맨드에 대응하는 텍셀(들)의 주소들을 컴퓨팅하고 로드<120>
한다.

4. 스캔을 위해 그 다음 픽셀을 컴퓨팅한다.<121>

5. 적절한 슬레이브-모드 단계 커맨드를 SSC(204)에 로드한다.<122>

6. 원시요소 내의 각 픽셀에 대해 단계 3-5를 반복한다.<123>

7. 스캔이 완료되었을 때 종료한다.<124>

렌더링 프로세서(115)에 의해 실행되는 연산의 전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125>

1. 필-원시요소 커맨드가 수신되었을 때 소정의 필요한 내부 초기화를 수행한다.<126>

2. 텍셀 커맨드에 응답하여 요구된 텍셀 페칭 및 텍셀 컴퓨테이션을 수행한다.<127>

3. 픽셀 주소를 컴퓨팅하고, 목적지 픽셀(하나가 이미 존재하고, 컴퓨팅될 픽셀과 소정의 방식으<128>
로 조합되어야 하는 경우) 및 z(Z-버퍼링이 사용되는 경우)를 페치하고, 목적지 픽셀(및 z)과 단계2로부
터의 결과된 필터링된 텍셀(및 보간된 z)을 조합하고, 수정된 목적지 픽셀을 프레임 버퍼(32)(또는 다른 
목적지 픽스맵)에 기록한다.

4. 단계를 진행할 때 z, r, g, b, α, F 값을 보간한다.<129>

5. 수신된 정확한 순서대로 전술한 단계를 수행하고, 만일 비순서적인(out-of-order) 경우에는, <130>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퀀싱(sequencing)을 처리한다.

또한,  부가적인 영상 생성 및  조작  기능성은 렌더링 프로세서(115)에  병합될 수  있다.  예를 <131>
들어, 앤티에일리어싱(antialiasing) 및 디더링(dithering)과 같은 필터링 동작, 알파 블렌딩 및 쓰레스
홀딩(thresholding)과 같은 알파 동작, Z-버퍼링, 포그 컴퓨테이션, 클리핑, 이중-버퍼링, 및 텍셀-픽셀 
포맷 변환(예를 들어, 32비트 텍셀을 16비트 r,g,b 픽셀 포맷으로 변환)과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 모듈
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펌웨어(firmware), 로직 및 레지스터 구성은 디지털-렌
더링 기술분야에 잘 특징지워져 있으며, 프로세서(115)에 포함되기 위해 적절한 기능 블록의 간단한 구성
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블록은 슬레이브-모드 스캐닝이 다양한 기능 블록을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픽셀 데이터의 동시 제공을 초래하도록 IPOL(215) 및 PIXMOD(217)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집적된다.

도4를  참조하면,  그리드(grid)(300)는  프레임  버퍼(32)의  일부를  나타낸다.  예시된  삼각형은 <132>
CPU(15)에 의해 인식되는 원시요소이며, 이것은 렌더링 프로세서(115)에 의해 프레임 버퍼(32) 내의 일련
의 턴-온되어 적절한 값을 가지는 픽셀들로 스캔-변환되어야 한다. CPU(15)는 렌더링 프로세서(115)를 초
기화하고,  예시된 삼각형을 스캔하여,  그  세그먼트의 좌표 위치(X0,Y0),(X1,Y1);  (X1,Y1),(X2,Y2);  및 
(X2,Y2),(X0,Y0)를 프로세서(115)로 통신한다. 또한, CPU(15)는 단계 커맨드와 텍셀 커맨드는 프로세서
(115)에 제공한다. 프로세서(115)는 렌더링(즉, 픽셀 값을 프레임 버퍼(32)에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며, 
그리드(300)에서, 전술한 단계 커맨드에 따라 원시요소 내에 속하거나 또는 그 세그먼트에 의해 인터셉트
되는(intercepted) 픽셀 위치를 통해 단계별로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 피나다 스캐닝 
알고리즘(Pinada scanning algorithm)(ACM SIGGRAPH Proc. Comp. Graphics, vo1.22, No.4[1988.8] 페이지 
17-20을 참조))에 따라 +X 또는 -X 방향 또는 +Y방향으로 단계별로 진행함으로써 달성된다. 주사선(scan-
line)-기반 접근방법과 같은 다른 스캐닝 알고리즘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피나다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한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관례를 이용하여, 삼각<133>
형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캔-변환되어 채워지는데, 관련된 픽셀 위치는 문자 P 뒤에 있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맨 꼭대기 좌표(P0)를 가진 픽셀이 스캐닝된 첫 번째 픽셀이고, 그 다음 픽셀은 P0의 오
른쪽에 있는 픽셀이다. 스캐닝이 삼각형의 오른쪽 모서리 너머로 지나갈 때, 프로세스는 P0의 왼쪽에 있
는 픽셀로 거꾸로 점프하고, 그 삼각형의 가장 왼쪽의 모서리가 스캔되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 시점에
서, 스캐닝 프로세스는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다음 주사선으로 진행된다. 스캐닝이 계속됨에 따라, 레지스
터의 현재 상태는 리턴을 위해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예를 들어, 스캐닝 프로세스가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새로운 주사선에서 스캔되는 첫 번째 픽셀에서의 값은 그 라인에 대해 오른쪽으로의 스캐닝이 완료된 
후 첫 번째 픽셀의 왼쪽 픽셀로 리턴이 가능하도록 저장된다.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단어 "Draw"를 포함하는 슬레이브 커맨드에만 응답하여 픽셀을 드로잉하<134>
고,  단어  "Save"를  포함하는  슬레이브  커맨드에만  응답하여  그것의  상태를  저장하고,  커맨드가  단어 
"Return"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리턴한다. 프로세서(115)는 "Step PX"를 포함하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X 
방향(즉, 도4에서 오른쪽으로)으로 이동하고, "Step NX"를 포함하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X 방향으로 이동
하고, "Step PY"를 포함하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Y 방향으로 이동한다. 스캔-변환 프로세스에서,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인터셉트된 픽셀이 원시요소를 정의하는 세그먼트 내에 놓이게 되는 크기(extent)를 결
정한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픽셀은 원시요소 경계선 내에 대부분이 놓여져 있을 때에만 실제로 드로잉되
며, 반면에 앤티에일리어싱 또는 다른 필터 동작이 적용되는 경우에, 픽셀은 필터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이 드로잉될 수 있다(또는 부분적인 커버리지를 갖고 드로잉될 수 있다).

슬레이브-모드 커맨드의 다음의 시퀀스는 프로세서(115)가 도4에 도시된 삼각형을 렌더링하도록 <135>
한다. 이 예의 목적을 위해, 픽셀의 중앙점이 그 삼각형 경계선 안에 있지 않으면 픽셀은 드로잉되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텍셀 커맨드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CPU(15) 또는 다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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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소가 그러한 적절한 커맨드의 집합을 첫 번째 다음에 오는 각 슬레이브 단계 이전에 그 SlaveEnd 
단계 이전에 렌더링 프로세서(115)로 보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드로잉된 
픽셀에 대응하는 각각의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필터링된 텍셀 값을 생성하기 위해 텍셀 커맨드를 이용한
다.

1. Slave3DFill (렌더링 프로세서(115)를 초기화함)<136>

2. SlaveDrawSaveStepPX (P0을 드로잉하고, +X 방향으로 1 픽셀 이동함)<137>

3. SlaveReturnStepNX (P1이 삼각형 외부에 있기 때문에 P1을 드로잉하고 않고; P2로 리턴함)<138>

4. SlaveStepPY (삼각형 외부에 있기 때문에 P2를 드로잉하지 않음)<139>

5. SlaveDrawSaveStepPX (P3을 드로잉하고, 상태를 저장하고, +X 방향으로 이동함)<140>

6. SlaveDrawStepPX (P4를 드로잉하고, +X 방향으로 이동함)<141>

7. SlaveReturnStepNX (P5를 드로잉하지 않고, P6으로 이동함)<142>

8. SlaveStepPY<143>

9. SlaveDrawSaveStepPX (P7을 드로잉함)<144>

10. SlaveDrawStepPX (P8을 드로잉함)<145>

11. SlaveDrawStepPX (P9를 드로잉함)<146>

12. SlaveReturnStepNX<147>

13. SlaveStepPY<148>

14. SlaveDrawSaveStepPX (P12를 드로잉함)<149>

15. SlaveDrawStepPX (P13을 드로잉함)<150>

16. SlaveDrawStepPX (P14를 드로잉함)<151>

17. SlaveDrawstepPX (P15를 드로잉함)<152>

18. SlaveDrawReturnStepNX (P16을 드로잉함)<153>

19. SlaveStepPY<154>

20. SlaveDrawSaveStepPX (P18을 드로잉함)<155>

21. SlaveDrawStepPX (P19를 드로잉함)<156>

22. SlaveDrawStepPX (P20을 드로잉함)<157>

23. SlaveDrawStepPX (P21을 드로잉함)<158>

24. SlaveDrawStepPX (P22를 드로잉함)<159>

25. SlaveDrawReturnStepNX (P23을 드로잉함)<160>

26. SlaveStepPY<161>

27. SlaveDrawSaveStepPX (P25를 드로잉함)<162>

28. SlaveDrawStepPX (P26을 드로잉함)<163>

29. SlaveDrawStepPX (P27을 드로잉함)<164>

30. SlaveDrawStepPX (P28을 드로잉함)<165>

31. SlaveReturnStepNX (픽셀 중앙이 삼각형 외부에 있으므로 P29를 드로잉하지 않음)<166>

32. SlaveEnd (P32는 외부에 있고, 아래쪽으로 이동은 삼각형의 하부 모서리로 안내함)<167>

따라서, 전술한 것은 비용 및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블렌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픽셀-기록 <168>
기능에 대한 매우 유익한 접근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및 표현은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용어로서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용어 및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도시 및 설명된 특징 
또는 그 일부의 등가물을 배제하고자 의도된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픽스맵(pixmaps)으로서 저장된 영상을 처리하고 그 디스플레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있
어서,

a. 중앙처리장치(CPU)(15);

b. 상기 CPU를 동작시키기 위한 저장된 명령어를 포함하는 시스템 메모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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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디스플레이 가능한 픽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픽스맵을 저장하기 위한 프레임버퍼(32);

d. 상기 프레임 버퍼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CPU에 의해 발생되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원시요소(primitives)를 픽셀 데이터로 스캔-변환하고 상기 데이터를 프레임 버퍼에 저장하기 위한 렌더
링 프로세서(115);

e. 상기 CPU와 (i) 상기 시스템 메모리 및 (ii) 적어도 하나의 대용량 저장장치(21) 사이의 데이
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CPU-메모리 버스(110); 및

f. 상기 CPU와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출력 버스
(112)

를 포함하고, 

상기 CPU는 출력 원시요소와 텍셀(texel) 커맨드를 생성하고 상기 입/출력 버스를 통해 상기 원
시요소와 상기 텍셀 커맨드를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CPU-메모리 버스(110)를 통해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페치된 명령어에 따라 동작하고,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픽셀 메모리 주
소를 생성하고, 선형 보간에 의해 픽셀 데이터를 리파인(refine)하고, 상기 텍셀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구
성되고;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그 수단으로의 상기 원시요소 로딩에 응답하여 상기 원시요소와 
관련된 동작의 실행을 함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수단(204,210,215,217)을 포함하고, 상기 함축적 명시화 
수단은, 입/출력 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그 수신에 따라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가 데이터에 대해 
관련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각각이 상기 CPU에 의해 독립적으로 주소지정 가능하고 하나의 동
작과 관련된 다수의 자체 동작 레지스터(212)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는 디스플레이 타이밍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CPU(15)는 상기 프레임 버퍼
로부터 분리된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텍스처 매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수단은,

a. 텍셀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는 텍셀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텍스처 맵에 억세스하기 위한 수단;

b. 상기 프레임 버퍼에 그 데이터가 저장된 각 픽셀에 관하여, 그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텍셀
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 및

c. 각 픽셀에 대하여, 상기 프레임 버퍼에 저장하기 위해 블렌딩된(blended)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픽셀 데이터와 적어도 하나의 관련된 텍셀로부터의 텍셀 데이터를 조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는, 상기 CPU(15)에 의해 발생된 커맨드에 응답하여 다수의 텍셀 맵 사이에
서 보간하기 위한 수단(215)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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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텍셀-처리 커맨드는, 로드된 데이터에 의해 식별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진 텍셀의 페칭 및 
밉맵(mip maps) 사이의 선형 보간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와 결합되어, 상기 CPU(15)와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115) 사이의 동기 파이
프라인 방식의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CPU는,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에 의한 상기 원시요소의 스캔 변환에 부합하여 저장된 명령어
를 실행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명령어는 상기 원시요소에 대한 컴퓨테이션 집약적인 연산을 정의하고,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는 저장된 명령어의 상기 CPU에 의해 실행에 부합하여 픽셀 데이터를 리파
인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선형 보간, 필터링, 클리핑, 알파 블렌딩 및 포그 값(fog value)
의 컴퓨테이션을 포함하는 동작에 의해 픽셀 데이터를 리파인하는

장치.

청구항 10 

원시요소의 생성을 초래하는 컴퓨테이션 집약적 영상-생성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외부 프로
세서(15)를 구비한 시스템의 스크린 상에서의 영상을 처리하고 영상의 디스플레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a. 상기 스크린 상에 영상으로서 디스플레이 가능한 픽셀 데이터를 포함하는 픽스맵을 저장하기 
위한 프레임 버퍼(32); 및

b. 상기 외부 프로세서와 상기 프레임 버퍼 사이에 배타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외부 프로세서에 
의해 생성되는 원시요소에 응답하여, 상기 스크린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원시요소를 픽셀 데이터로 
스캔-변환하기 위한 렌더링 프로세서(115) - 여기서,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115)는, 그 수단으로의 상기 
원시요소의 로딩에 응답하여 상기 원시요소와 관련된 동작의 실행을 함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함 - 

를 포함하고, 

상기 함축적 명시화 수단(204,210)은, 상기 외부 프로세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그 수신에 
따라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가 데이터에 대해 관련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각각이 상기 CPU에 의
해 독립적으로 주소지정 가능하고 하나의 동작과 관련된 다수의 자체 동작 레지스터(212)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원시요소를 상기 외부 프로세서로부터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로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23)

를 더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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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상기 자체 동작 레지스터(212)는 상기 외부 프로세서(15)로부터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115)로의 
텍스처-매핑 커맨드의 전송을 제거하는(obviate)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프로세서(15)는, 상기 시스템 버스의 처리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상기 자체 동작 레
지스터(212)와 관련된 각 텍스처-매핑 동작을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를 동기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프로세서(15)는 기하학 처리 구성요소와 CPU 중 하나인

장치.

청구항 15 

제1 프로세서(15) 및 상기 제1 프로세서와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제1 프로세서(15)로부터
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된 제2 프로세서(115)를 포함하는 다중 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제2 프로세서와 결합된 커맨드 장치에 있어서,

a. 상기 제1 프로세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200);

b.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대해 동작을 선택 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한 실행 수단
(210,204,215,217); 및

c. 상기 인터페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러한 수신에 따라 상기 실행 수단이 상기 데이
터에 대해 관련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각각이 상기 제1 프로세서에 의해 독립적으로 주소지정 
가능하고 하나의 동작과 관련된 다수의 자체 동작 데이터 레지스터(212)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로세서는 외부 프로세서(15)이고, 상기 제2 프로세서는 렌더링 프로세서(115)이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로부터 처리된 데
이터를 수신하고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순간 출현을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 버퍼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선택 
가능한 동작은 픽셀-처리 동작을 포함하고, 상기 처리된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가능한 픽셀 값을 나타내는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각각 연관된 값을 갖는 텍셀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밉맵을 저장
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렌더링 프로세서는 상기 저장 수단에 억세스하고,

상기 선택 가능한 동작은, 저장된 밉맵의 식별, 픽셀 값과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진 식별된 밉맵에
서의 텍셀의 식별, 및 식별된 밉맵에서의 텍셀 사이의 보간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다수의 밉맵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선택 가능한 동작은 밉맵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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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및 밉맵 사이의 보간을 더 포함하는

장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생성 및 조작 시스템은 프레임 버퍼 내의 픽셀 값의 직접 조작에 배타적으
로 전용되는 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이 "렌더링 프로세서"는 호스트 CPU에 의해 렌더링 프로세서로 전달되
는 데이터 및 커맨드에 응답하여, 원시요소를 드로잉하고, 픽셀 동작을 수행하고, 시스템 디스플레이 타
이밍을 생성하고, 프레임 버퍼를 제어한다. 렌더링 프로세서(및 다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는 아님)에 의해 수행되는 픽셀 처리의 정도는 원하는 시스템 능력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최소한, 렌더링 
프로세서는 호스트 CPU, 조명 프로세서 또는 다른 하이레벨 그래픽 프로세서로부터 수신되는 커맨드에 응
답하여 픽셀을 프레임 버퍼내로 드로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렌더링 프로세서는 미가공 픽셀 값을 디
스플레이 하드웨어에 의미 있는 값으로 리파인하기 위해 보간 동작을 수행한다. 또한, 렌더링 프로세서는 
앤티에일리어싱 및 디더링(dithering)과 같은 필터링 동작, 알파 블렌딩, Z-버퍼링, 윈도우 또는 다른 경
계에 대한 클리핑(clipping), 영상의 이중 버퍼링, 및 텍스처 맵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렌더링  프로세서는  특정  커맨드와  각각  관련된  일련의  자체  동작  레지스터(self-actuating 
register)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주소지정 하고 이들 레지스터 중 하나로 데이터를 기록
함으로써, 호스트는 그 특정 레지스터에 관련된 커맨드의 실행을 함축적으로 명시한다. 또한, 렌더링 프
로세서는 슬레이브(slave) 모드를 제공하며, 이 모드에서 렌더링 프로세서의 드로잉(drawing) 하드웨어는 
외부 프로세서에 의해 동기적으로 제어되며, 따라서 외부 하드웨어가 관련 컴퓨테이션을 수행하는 동안 
렌더링 프로세서는 스캔변환 프로세스를 통해 단일-스테핑한다(single-steps).

대표도

도2

색인어

영상, 렌더링, 픽셀, 텍셀, 프로세서, 드로잉, 디스플레이, 프레임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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