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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요약

  이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는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캐릭터 등)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가상 시점에 따라 이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있어서 표시하도록 한 장치이

다. 이 장치는 가상 공간에 설정된 모델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모델에 가상적인 향심력을 주는 화상 처리 수단을 구비한다. 또한, 이 장치는 모델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하게 표시하고 또

한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모델의 이동 궤적을 잔상으로서 표현하기 위한 잔상 표현 처리 수단

을 구비하고, 이 처리 수단은 모델의 현재 모션이전의 모션 데이터를 그대로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이 기억 데이터를 모델

의 현재 모션 데이터와 함께 표시하는 표시 제어 수단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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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처리, 모델, 향심력, 구심력, 모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화상 처리 장치로서의 비디오 게임기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인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은 원운동 처리에 있어서의 캐릭터의 원운동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4는 원운동 처리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5는 가상 공간 상에서 원운동을 도시한 모식도이다.

  도 6은 원운동의 종료 상태에 상당하는 사시도이다.

  도 7은 가상적 마찰 처리의 원리도이다.

  도 8은 가상적 마찰 처리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9는 투영 표시 처리의 원리도이다.

  도 10은 교차 판정 처리의 원리도이다.

  도 11은 교차 판정 처리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12는 내접원으로 근사된 구조물의 xy 평면도이다.

  도 13은 교차 판정 처리의 구체예를 도시한 원리도이다.

  도 14는 교차 판정 처리의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원리도이다.

  도 15는 벽형상의 구조물을 근사한 형태를 도시한 원리도이다.

  도 16은 캐릭터의 모션의 표준 태양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7은 캐릭터 모션의 보간된 태양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8은 캐릭터의 스플라인 함수에 의해 이동하는 궤적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9는 캐릭터의 모션 처리 제어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0은 2개의 캐릭터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상태를 도시한 모식도이다.

  도 21은 캐릭터의 고저차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2는 이 처리의 시간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3은 고저차 처리가 된 상태를 도시한 모식도이다.

  도 24는 인물 유사의 캐릭터의 일예의 정면을 도시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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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5는 그의 제2 예를 도시한 사진이다.

  도 26은 콘트롤 패드가 확대된 정면도이다.

  도 27은 혼합 기술의 파일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8은 혼합기를 전개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9는 혼합 기술 처리 관정에서 표시되는 화면을 표시한 화면 정면도이다.

  도 30은 동 처리 과정에서 표시되는 다른 화면을 표시한 정면도이다.

  도 31은 동 처리 과정에서 표시되는 다른 화면을 표시한 정면도이다.

  도 32는 동 처리 과정에서 표시되는 다른 화면을 표시한 정면도이다.

  도 33은 동 처리 과정에서 표시되는 다른 화면을 표시한 정면도이다.

  도 34는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인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5는 잔상 처리가 된 모델의 정면도이다.

  도 36은 잔상 처리의 원리도이다.

  도 37은 잔상 처리의 개략 흐름도이다.

  도 38은 그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39는 도 37의 흐름도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40은 튀겨진 비행체의 궤적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1은 비행체의 착지 발생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2는 비행체의 착지 발생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3은 비행체의 착지 발생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4는 비행체의 착지 발생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5는 튐 발생의 설명도이다.

  도 46은 튐 발생시의 벡터선도이다.

  도 47은 튐 발생시의 벡터선도이다.

  도 48은 비행체 운동 처리의 흐름도이다.

  도 49는 비행체 운동 처리가 적용된 캐릭터의 배면도이다.

  도 50은 이 처리의 개략 흐름도이다.

  도 51은 그의 상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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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2는 그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53은 그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54는 비행체의 운동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5는 비행체의 운동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6은 자유 낙하 운동 처리가 된 대상물의 이동 궤적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7은 부정형 구획과 모델의 충돌 판정 처리의 원리도이다.

  도 58은 그 흐름도이다.

  도 59은 텍스쳐열의 작성 원리도이다.

  도 60은 모델에 의해 비행체의 점프 및 착지 발생이 생긴 상태를 도시한 정면도이다.

  도 61은 슬로우 재생 처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캐릭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측면도이다.

  도 62는 도 61을 위쪽에서 본 정면도이다.

  도 63은 슬로우 재생 상태에 있는 캐릭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측면도.

  도 64는 도 63을 위쪽에서 본 평면도이다.

  도 65는 본래의 위치로 복귀한 상태의 캐릭터를 도시한 측면도이다.

  도 66은 이 처리의 동작 플루우챠트이다.

  도 67은 부정형 구획과 모델의 충돌 판정 처리에 의해 표현되는 모델의 모션도이다.

  도 68은 도 54의 비행체 운동 처리에 있어서의 나뭇잎이 바람에 의해 나뭇잎의 높이마다 영향을 받는 계수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상적으로 설정한 게임 공간(이하, 「가상 공간」이라 함)에 있어서의 화상(이하, 「가상 화상」이라 함)의 처

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상 공간내에 설정된 가상 모델(예를 들면, 캐릭터로 지칭됨)의 화면상에서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

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이 화상 처리의 수법은 특히, 3D 비디오 게임기에 적합하다.

  컴퓨터·그래픽스(CG)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상적으로 설정한 가상 공간(「가상 세계」라고도 함)을 입체적으로 리얼 타

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고속 연산이 가능한 중앙 처리 장치(CPU), 비디오 표시 프로세서

(VDP)를 탑재하고, 이 컴퓨터·그래픽스 기술을 고속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비디오 게임기의 기술 분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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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디오 게임기에서는 유저(유희자 또는 플레이어라고 하여도 좋음)의 조작 내용에 따라 게임 플레이의 내용을 시시각

각 변화시키기 위해, 가상 공간내에서 피표시 물체를 고속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상은 피표시체

로서의 모델(예를 들면, 캐릭터(인물))을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폴리곤이라고 하는 다각형의 작은 조각의 집합으로 구성하

고, 각 폴리곤의 공간 위치를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이들 모델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캐릭터의 팔이나 다리등, 피표시체의 특정 부분이나 면이 동일한 움직임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폴리곤을 모은 폴

리곤 데이터군을 단위로 하고, 폴리곤 데이터군마다 공간 위치를 부여하여, 이 특정 부분이나 면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근년, 캐릭터를 폴리곤에 의해 구성하고, 가상 공간내의 캐릭터의 움직임을 소정의 가상 시점에서 잡은 영상을 모니터에

표현하도록 한 소위 3D(3차원) 게임이 시장에서 주목을 모으고, 특히 복수의 투사의 격투를 시뮬레이트한 것이 높은 인기

를 얻고 있다(예를 들면, 주식회사 세가·엔터프라이제스제의 「버쳐 파이터」(상표)).

  이 격투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유희자가 콘트롤러에 붙어 있는 스틱이나 패드 또는 버튼을 재빠르게 조작하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투사가 스틱 등의 조작에 의해 정해진 커맨드에 따라 동작하도록 된다. 투사의 움직임은 「모션」으로 지칭

되고 있고, 이 모션을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는 모션 캡쳐 기술을 사용하여 취득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데이터를 가

공하고, 최종적인 모션 데이터로서 3D 비디오 게임기에 있어서 이용되고 있다.

  이 종류의 비디오 게임에 있어서는 그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리티를 갖고 표현하는 것

이 요망된다. 즉, 예를 들면 실제 격투 동작에 매우 가까우면서, 보다 다채로운 움직임을 부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

는 캐릭터의 움직임은 매우 여러갈래로 이어지므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할 것이 다수 있었

다. 단지 요망되는 모션 데이터를 미리 모두 작성하여 메모리에 기억시키거나 이와같은 모션을 얻기 위한 특성식을 얻는

것 등도 고려되지만, 이것에서는 데이터량이 팽대하게 되어, 리얼 타임의 처리가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목적은 화상 처리에 요하는 연산량이나 데이터량을 매우 적게 억제하여, 보다 리얼 타임으로 또한

캐릭터의 화면상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의 수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주목적의 관점에서, 종래 비디오 게임기가 갖고 있던 문제의 구체적인 제1 측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A1. 3D 비디오 게임에서는 2차원의 화면에 가상 관점으로부터의 영상이 투영 변환되어 표현되므로, 화면의 깊이 방향으

로(가상 공간의 z방향), 유희자가 원하는 투사를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유희자가 한명의 투사를 다른 투사 주위

를 돌도록 하는 것은 하등 배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캐릭터 주위를 도는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을 본 발명의 하

나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A2. 종래 3D 비디오 게임기는 가상 시점으로부터의 영상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므로, 투사를 가로막는 위치에, 벽 등의 구

조물이 가상 공간내에 설정되어 있던 경우, 캐릭터가 가려져 표시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캐

릭터가 구조물에 가리게 된다고 하는 사태를 개선한 표시를 실행하는 것을 본 발명의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A3. 종래 비디오 게임기에서는 캐릭터의 모션을 예를 들면, 스플라인 함수에 의해 순차 만들어 가는 방법 또는 미리 정해

진 패턴을 순차 프레임으로 재현하여 가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비디오 게임기에서는 이 모션이 고정되어

있고, 상대측 캐릭터의 움직임 등에 맞추어 모션을 보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션 보정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을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기 주목적의 관점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그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술한 제1 측면에 부가하여, 캐릭터의

움직임 등에 연출 효과를 높인 화면 표시를 행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이 요망을 감안한 종래 비디오 게임기의 문제의 제

2 측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B1. CG 화상의 연출 효과를 높이는 기술로서, 모션·브라가 알려져 있다. 이 모션·브라에 의하면, 하나의 화소에 많은 레

이를 발생시키고, 그 평균을 취한 색을 붙이는 것에 의해 핀보케나 움직임이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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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비디오 게임기 등의 CG 영상 분야에서, 더욱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의 움직임에 인간의 시각 생리

상 흔히 있는 잔상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투사가 휘두르는 칼의 궤적에 잔상을 부가하는 경우

이다. 그래서, 당업자는 잔상으로서의 폴리곤을 투사의 모션에 맞추어 계산하여 이 잔상을 투사의 가까이에 표시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예상되는 캐릭터의 움직임은 매우 여러갈래로 이어지므로, 모든 경우에 맞추어, 많은 형태의 잔상용 폴리곤을 작

성하여 그것을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것은 한정된 컴퓨터 그래픽스 장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뿐만아니라, 캐릭터의 모션

에 맞추어 잔상의 폴리곤을 계산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 장치에 대한 부하가 크다. 그래서, CG 화상을 형성할 때, 연출

효과를 높이는 것의 배려가 있어도 큰 계산 부하를 주는 일이 없고(보다 상세하게는 이와 같은 부하를 작게 하여), 잔상 영

상을 실상 화면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B2. 종래 화상 처리 장치를 이용한 게임 장치에 있어서, 화면에 모래나 물 비말 등의 날아 다니는 것(이하, 비행체라 함)

을 표시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예를 들면, (주)세가·엔터프라이제스제 「세가 라리」(상표)). 그러나, 이와 같은 물 비말

이나 모래 비말은 텍스쳐를 폴리곤에 맵핑할 뿐이므로, 모델(차 등)의 움직임을 정확히 비행체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래

서, 모델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비행체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을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B3. 종래 화상 처리 장치에서는 가상 공간내를 낙하하는 모델의 운동을 시뮬레이트할 때 품질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

서, 가상 공간내를 자유 낙하하는 운동의 시뮬레이트를 보다 고품질의 것으로 하는 것을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

으로 한다.

  B4. 종래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는 가상 공간내의 구획과 이동하는 모델의 닿음을 판정하고, 이 판정이 긍정된 경우에

는 모델이 구획을 넘는 일이 없도록 그의 움직임을 제한하였다. 통상, 이 종류의 구획으로서는 사각이나 원형 등의 정형 타

잎의 것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는 구획이 일반적인 형상이므로, 캐릭터를 구획에서 추방하는 운동의 계산을 하는 것

도 용이하였다. 그러나, 이 구획이 부정형인 경우, 종래 컴퓨터 그래픽스 장치에서는 이것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하

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부정형의 구획이라도, 구획과 모델의 충돌 판정 긍정후의 모델의 움직임(모션)의 계산 처리를

정확하고 또한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B5. 종래 게임 장치에 적용되는 화상 처리 분야에서는 주기적인 그림의 열(예를 들면, 반복하는 파도의 그림 등)을 실현

하는 경우, 이들 그림의 열을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텍스쳐열로 하고, 이것을 순차 폴리곤에 맵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련의 영상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텍스쳐의 열을 작성하는 것은 많은 수작업을 요하게 되므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시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서는 예를 들면, 상품명 : Alias/Wavefront(Alias/Wavefront사 (110

Richmond St. East Toront, Ontario Cnanda M5c 1p1)제)가 알려져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소정의 파라

미터를 소프트웨어에 부여하면, 목적으로 하는 텍스쳐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종래 이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텍스쳐열의 최초와 최후, 즉 텍스쳐의 줄기(형태)가 유희자에게 잡혀

서 연속하지 않는 그림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종래 화상 처리 분야에서는 반복하는 그림의 열을 만듦에 있어서 아직 개량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화상 처리

에 의해 이 종류의 텍스쳐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B6. 종래 화상 처리 장치에서는 재생 화상의 연출감을 높이기 위해, 캐릭터 동작의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여 슬로우 재생

을 실행하는 장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슬로우 재생의 연출은 그의 효과가 한정되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연출

감을 자아내면서 재생 속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게임용 화상 처리의 수법을 제공하는 것을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의해, 그의 주목적인 화상 처리에 요하는 연산량이나 데이터량을 매우 작게 억제하여, 보다 리얼 타임으로 또

한 캐릭터의 화면상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의 수법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는 그의 주목적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성이 채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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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하나의 측면을 이루는 일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본 발명은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가상 시점에 따라 이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있어서 표시하도록 한 화상 처리를 실행하는 게임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에 가상적인 인력을 부여하는 화상 처

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를 구비한 게임 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이 화상 처

리 수단을 실행하는 일련의 순서를 포함하는 정보를 기록한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종류의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이 이동하고 있을 때와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량

을 바꾸어, 이 모델에 주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종류의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이 놓여진 스테이지의 표면 형상에 맞추어 상기 모

델의 투영상을 표시시키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종류의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상 시점이 표시 대상으로서의 상기 모델에 대하여 이루는 시

야 영역과 표시 대상으로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모델과의 겹침 판정을 실행하고, 이 판정이 긍정된 경우에 이 다른 모

델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종류의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의 예정된 이동 궤적의 종료점에 대하여, 이 종료점

과는 다른 목표점이 설정되고, 상기 종료점을 이 목표점에 일치시키도록 이동 궤적이 보간되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종류의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 놓여져 있는 고저차를 구하

고, 이 고저차에 따라 이 모델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동작을 보정하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에 의해, 캐릭터등 가상 공간에 설정된 모델의 움직임을 보다 현실감이 풍부하게 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모델이 다른 모델의 주위를 도는 화상이 용이하게 생성된다. 또한, 모델이 놓여져 있는 스테이지의

상태를 모델의 움직임에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스테이지의 요철을 모델의 투영상에 정확하고 또한 간단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모델을 막는 위치에 벽 등의 구조물이 가상 공간내에 설정되어 있던 경우라도 이 모델이 가려지는 일없이

표시된다. 또한, 모델의 모션을 상대측 모델의 움직임 등에 맞추어 보정할 수 있으므로, 모델의 다채로운 움직임으로 확실

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모델의 고저차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보다 현실감이 우수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을 이루는 일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개시된다. 그의 하나의 구체적 구성으로서, 본 발명은 가

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

정 위치의 시점에 따라 이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모델의 이동

궤적을 잔상으로서 표현하기 위한 잔상 표현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모델의 현재 모션 이전의 모션

데이터를 그대로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이 기억 데이터를 상기 모델의 현재 모션 데이터와 함께 표시하는 표시 제어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표시 제어 수단은 상기 기억 수단의 데이터에 연출을 더하여 표시하기 위한 연출 수단

을 구비할 수 있다. 이 연출 수단은 반투명의 화상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다른 구체적 구성으로서 본 발명은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

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정 위치의 시점에 따라 이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

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의 이동 특성을 산출하는 산출 수단 및 상기 가상 공간내에 비행체를 존재시킴과 동시에

이 비행체의 일련 운동을 상기 산출 수단에 의한 산출 결과에 따라 제어하는 비행체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구체적 구성으로서, 본 발명은 가상 공간내에 설정된 모델의 자유 낙하 운동을 시뮬레이트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의 전체 운동을 시뮬레이트하는 제1 수단 및 상기 모델에 둘레 회전 운동을 부여하는 제2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구체적 구성으로서, 본 발명은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정 위치의 시점에 따라 이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

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부정형의 구획을 상기 가상 공간내에 설정하는 구획 설정 수단, 상기 구획과 이 모델 사이에

소정의 벡터를 설정하고, 이 구획을 넘어 이 모델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벡터를 모델이 구획을 넘지않는 방향으로 설정

하는 벡터 설정 수단 및 상기 벡터에 따라 상기 모델의 이동을 제어하는 모델 이동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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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구체적 구성으로서 본 발명은 소정의 파라미터를 주어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텍스쳐를 형성하는 장치에 있어

서, 제1 텍스쳐열을 만드는 제1 수단, 제2 텍스쳐열을 만드는 수단을 포함함과 동시에, 제1 텍스쳐열의 최후 또는 최초 텍

스쳐와 제2 텍스쳐열의 최초 또는 최후 텍스쳐가 연속하는 형태로 되도록 각각의 수단에 파라미터를 줌과 동시에, 제1 텍

스쳐열과 제2 텍스쳐열의 적어도 한쪽 투명도를 점증 또는 점감하여 양쪽 텍스쳐열의 최초의 손 텍스쳐끼리부터 순서대로

겹쳐서 목적으로 하는 텍스쳐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텍스쳐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제1 텍스쳐열을 만드

는 제1 공정 및 마찬가지로 소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제2 텍스쳐열을 만드는 공정을 포함함과 동시에, 제1 텍스쳐열의 최후

또는 최초 텍스쳐와 제2 텍스쳐열의 최초 또는 최후 텍스쳐가 연속하는 형태로 되도록 함과 동시에 제1 텍스쳐열과 제2 텍

스쳐열의 적어도 한쪽 투명도를 점증 또는 점감하여 양쪽 텍스쳐열의 최초 텍스쳐끼리부터 순서대로 겹쳐서 목적으로 하

는 텍스쳐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구체적 구성으로서, 본 발명은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정 위치의 시점에 따라 이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

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2개의 모델 사이에 소정의 조건이 성립하였는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제1 수단, 상기 조건이 성

립한 것을 각각의 모델의 운동에 반영시키는 제2 수단 및 상기 조건이 성립하였을 때에 한쪽 모델의 운동 재생 속도를 다

른쪽 모델에 대하여 변화시키는 제3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에 의해, 가상 공간에서의 모델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연출감 풍부하

게 게임 화상을 생성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그의 하나의 구체적 구성에 의하면, 게임 화상을 형성할 때, 연출 효과를

높이는 것의 배려가 있어도 큰 계산 부하를 부여하는 일없이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적 구

성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부하를 작게 하여, 잔상 영상을 실상 화면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

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적 구성에 의하면, 모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비행체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적 구성에 의하면, 가상 공간내를 자유 낙하하는 운동의 시뮬레이트를 보다 고품질의 것으

로 할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적 구성에 의하면, 부정형의 구획이라도, 구획과 모델

의 충돌 판정 긍정후의 모델의 움직임(모션)의 계산 처리를 정확하고 또한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적 구성에 의하면, 화상 처리를 이용하여도, 반복하여 표시하여도 위화감없이 연속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일련의 텍스쳐열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구체적 구성에 의하면, 보다 효과적인 연출감을 자아내어,

재생 속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 본 발명의 적합한 실시예를 화상 처리 장치로서의 비디오 게임기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 실시예>

  비디오 게임기의 제1 실시예를 도 1∼도 33에 따라 설명한다.

  하드웨어 설명:

  도 1에 이 비디오 게임기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이 비디오 게임기에 의해, 다음에 설명하는 각 화상 생성·처리 1 내지 6이

각각 실행된다.

  이 비디오 게임기는 장치 전체의 제어를 실행하는 CPU 블록(10), 게임 화면의 표시 제어를 실행하는 비디오 블록(11),

효과음 등을 생성하는 사운드 블록(12), CD-ROM의 판독을 실행하는 서브 시스템(13) 등에 의해 구성된다.

  CPU 블록(10)은 SCU(System Control Unit)(100), 메인 CPU(101), RAM(102), ROM(103), 서브 CPU(104), CPU 버

스(10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블록이 본 발명의 화상 생성 장치의 주체를 담당한다.

  메인 CPU(101)는 내부에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구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다.

RAM(102)은 CD-ROM을 판독하는 서브 시스템(13)에서 전송된 각종 폴리곤 데이터를 기억하는 외에 메인 CPU(101)의

작업 영역으로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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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103)에는 장치의 초기 상태에서 실행하는 초기 처리를 위한 이니셜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SCU(100)는 버스(105,

106, 107)을 거쳐 실행되는 데이터의 전송을 통괄한다. 또한, SCU(100)는 내부에 DMA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게임의 실

행중에 필요한 화상 데이터를 비디오 블록(11)내의 VRAM으로 전송한다.

  컨트롤 패드(2b)는 유저의 정보 입력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조작에 필요한 각종 버튼이 구비되어 있다. 서브 CPU(104)

는 SMPC(System Manager & Periphral Controller)로 불리우고, 메인 CPU(101)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컨트롤러(2b)로

부터 주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메인 CPU(101)는 서브 CPU(104)에서 전송된 주변 데이터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표시하는 화면의 이동 등의 처리를 실

행한다. 서브 CPU(104)는 커넥터(2a)(본체측 단말)에 접속한 주변 기기의 종류를 판정하고, 판정한 주변 기기의 종류에

따른 통신 방식에 따라, 주변 데이터를 수집한다.

  비디오 블록(11)은 도형 생성 수단으로서 동작하고, 폴리곤에 의해 표시하는 화상을 생성하기 위한 VDP(Video Display

Processor)(120)와 배경화를 위한 화상 합성, 음면 처리, 클리핑을 실행하는 VDP(130)를 구비한다. VDP(121) 및 프레임

버퍼(122, 123)에 접속된다.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가상 공간의 화상을 생성할 때, 표시에 필요한 폴리곤 데이터가 메인 CPU(101)에서 SCU(100)

를 거쳐 VDP(120)로 전송되고, VRAM(121)에 기록된다. VRAM(121)에 기록된 폴리곤 데이터는 1화소당 16 비트 또는

8 비트의 색 정보를 포함하는 묘화용 데이터로서, 묘화용의 프레임 버퍼(122) 또는 (123)에 저장된다. 저장된 묘화용 데이

터는 VDP(130)로 전송된다. 메인 CPU(101)는 SCU(100)를 거쳐 묘화를 제어하는 제어 정보를 VDP(130)로 공급한다.

VDP(130)는 이 제어 정보에 따라 묘화용 데이터를 처리한다.

  VDP(130)는 VRAM(131)에 접속되어 있고, 표시 화면 전체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하는 스크롤 기능

과 폴리곤의 표시 순서를 결정하는 우선 순위(priority) 기능(Z 소트 또는 Z 버퍼)를 구비한다. VDP(130)는 묘화용 데이터

를 메모리(132)를 거쳐 인코더(160)로 출력한다. 인코더(160)로 출력된 묘화용 데이터는 비디오 신호의 포맷으로 변환된

후, D/A 변환되어 모니터 장치(5)에 표시된다. 모니터 장치(5)에는 이 비디오 신호에 따라 화상이 표시된다.

  사운드 블록(12)은 PCM 방식 또는 FM 방식에 의한 음성 합성을 실행하는 DSP(140)와 DSP(140)를 제어 등을 행하는

CPU(141)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DSP(140)에 의해 생성된 음성 데이터는 D/A 컨버터(170)에 의해 2채널의 신호로 변환

된 후에 2개의 스피커(5a) 또는 (5b)로 출력된다.

  서브 시스템(13)은 CD-ROM 드라이버 등을 탑재하고, CD-ROM 등의 기록 매체에 의해 공급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의 판독, 동화의 재생등을 실행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이상 설명한 화상 생성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는 CPU 블록(10)에 의해 실행되는 메인 처리

를 도시한 흐름도이고, 캐릭터를 원운동시키기 위한 원운동 처리(S200), 가상적 마찰 처리(S202), 고저차가 있는 지면으

로의 그림자의 표시(S204) ; 즉, 캐릭터의 투영 표시 처리, 교차 판정 처리(S206), 캐릭터의 모션 처리 제어(S208), 캐릭터

의 고저차 처리(S210)가 순차 실행된다. 필요가 없는 처리는 실행되지 않고 다음 처리로 이행한다. 각 처리의 내용을 이하

에 상세히 설명한다.

  원운동 처리:

  이 처리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미 설명한 컨트롤 패드(2b)의 십자형으로 형성된 방향 키(26b)(도 26을

참조)를 도시한 좌 또는 우로 조작하면, 이 방향 키에 의해 조작되는 캐릭터(투사(30)(도 3 참조))가 가상 공간내를 상하좌

우 방향으로 이동한다. 원운동 처리 모드에서는 유희자가 조작하는 투사(30)와 상대측 투사(32) 사이에 가상적인 향심력

(向心力)(상대측 캐릭터로 향하는 힘)이 부여되고, 유희자측의 투사(30)가 상대측 투사의 주위를 자동적으로 회전(원운동)

하는 처리(30)가 실행된다.

  이 처리 내용을 도 4의 흐름도에 따라 설명한다. 스텝(400)에 있어서, 원운동 처리 모드로 들어갔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판정1). 유희자(플레이어)가 소정의 조작을 이룬 경우에 원운동 요구가 있던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컨트롤러(패드(2b))의

소정의 버튼을 누른 경우이다. 다음에, 도 26의 (26b)의 방향 키의 표시 좌우방향 조작량dml 판독 등이 행해져서, 유희자

의 투사와 상대측 투사의 위치가 검출되고, 상대측 투사가 유희자측 투사에 대하여 이룬 방향이 계산된다(스텝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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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유희자측 투사(30)에 그 방향의 각도가 부여되고, 또한 이 투사가 상대측 투사로 향하는 가상적인 향심력(구심

력)이 부여된다(스텝 404). 이 구심력을 물리적으로 고려하면, 구심력은 2개의 물체간에 작용하는 인력과 같다.

  상대측 투사의 x좌표와 z좌표를 각각(exp, ezp)로 하고, 상대측 투사의 x좌표와 z좌표를 각각(mxp, mzp)로 하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상대측 투사(32)의 방향은 arctan(exp-mxp, ezp-mzp)에 의해 계산된다. 또한, 이 계산시에, 양쪽 투사

의 높이 방향의 y방향 좌표는 편의상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결과, 구심력과 횡방향 키에 의한 좌우 방향의 속도에 의해, 가상 공간내의 원운동이 만들어진다(스텝 406). 이 원운동

에 의해, 유희자의 투사(30)가 상대측 투사(32)를 향하면서 그의 주위를 돌도록 움직인다. 도 5는 이 원운동을 가상 공간의

위쪽에서 본 개념도이고, 투사(30)가 상태1에서 상태2, 상태3을 거쳐 상태4까지의 원운동을 실행한다. 이미 기술한 도 3

은 상태1에 관한 가상 공간을 소정의 시점에서 나타낸 영상이고, 이미 기술한 모니터(5)(도 1 참조)에 표시되는 영상이다.

도 6은 상태4에 관한 것이고, 도 3과 마찬가지 영상이다.

  따라서, 설명된 원운동 처리에 의하면, 하나의 캐릭터에 가상적인 향심력을 주고 있으므로, 유희자에 의해서는 도 26의

방향 키(26b)를 도시 좌우 방향으로 조작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캐릭터(30)에게 원운동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측 투사(32) 주위를 자기가 조종하는 투사(30)가 도는 움직임을 간단히 실현할 수 있다.

  가상적 마찰 처리:

  이 처리는 캐릭터의 움직임에 지면의 기울기에 의한 미끄럼짐과 지면의 성질에 의해 캐릭터에 미치는 마찰력을 바꾸고,

또한 캐릭터가 이동하고 있을 때에는 운동 마찰을 주고, 캐릭터가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정지 마찰을 주는 것에 의해, 캐릭

터의 움직임을 보다 다채롭게 하는 것이 내용이다.

  먼저, 도 7은 가상 공간내의 지면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텝(800)에 있어서, 지면의 기울기

에서 미끄러짐량을 다음과 같이 하여 계산한다.

  미끄러짐량 (=dv/dt) = ivg

  i : 소정의 정수

  v : 지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법선 단위 벡터

  g : 중력 가속도

  여기서, 법선 단위 벡터라 함은 도 7(1)에 도시한 바와 같은 벡터의 지면의 직선 방향으로의 벡터이다.

  이 법선 단위 벡터가 가상 공간의 좌표축(x축)에 대하여 이루는 각(θ)이 크게 되면, 이 지면상에 있는 캐릭터에 대하여,

기울어진 지면을 따라 내려가게 하는 미끄러짐량(가속도)이 보다 크게 부여된다.

  다음 스텝(802)에 있어서는 캐릭터(투사)가 이동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예를 들면, 유희자측에서 말하면, 투사

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방향 키가 조작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판정1).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는 운동 마찰력이 부여되고,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정지 마찰이 부여된다(스텝 804,

806). 마찰(=dv/dt) 자체는 다음과 같이 하여 계산된다.

  M·(dv/dt) = μ·S·M(g·cosθ+(dv`/dt)·sinθ)

  dv/dt = T·g·cosθ+T·(dv`/dt)·sinθ)

  M : 무게

  v : 마찰 속도(계산후의 물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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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물체의 속도

  μ : 마찰 계수

  S : 캐릭터의 지면 면적(정수)

  g : 중력 가속도(정수)

  θ : 지면의 각도

  T=μ·S

  운동 마찰 및 정지 마찰은 상기 식에 의해 얻어진 마찰(또는 마찰 계수)에 소정의 처리가 부여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단, 정지 마찰은 운동 마찰보다 큰 값으로 된다. 이 마찰은 지면의 각도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지면의 기울기가 큰만큼

마찰은 작은 값으로 된다.

  다음에, 지면의 속성이 결정된다. 즉, 캐릭터가 접지하고 있는 지면이 예를 들면, 물바닥 또는 모래바닥인가가 판정된다.

이들 속성은 미리 지면마다 가상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모래바닥에서는 계산된 마찰량을 2배로 하고, 물바닥에

서는 마찰량을 3배로 한다. 이어서, 앞서 계산된 미끄러짐 양에 이 마찰력을 빼도록 반영시킨다(스텝 810).

  이 처리에 의해, 정지 마찰 또는 운동 마찰이 캐릭터에 항상 부여되므로, 멈추고 있는 캐릭터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동하기 쉽게 된다. 또한, 지면의 속성에 의해 캐릭터의 이동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캐

릭터의 이동을 보다 현실감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고저차가 있는 지면으로의 표시: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처리는 캐릭터(91)가 서 있는 지면(90)에 요철(92)이 있는 경우, 캐릭터의 그림자(투영상)를

이 지면에 요철을 남기면서 보다 간단한 계산에 의해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 9는 이 처리의 개요를 도시한다. 도

면중 (94)는 높이 0의 가상적인 기준선이고, 그리고 (96)은 무한원에 있는 평행 광원이다.

  이 인물은 머리, 가슴, 배, 발 등의 오브젝트의 집합 구성되어 있다. 각 오브젝트는 복수의 폴리곤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도면의 yG는 기준선에서 캐릭터가 서 있는 지면까지의 거리이고, y1‥‥yn은 각 오브젝트마다 지면에서 기준선까지의 거

리이다.

  이 처리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연산된다.

  E` (x`, y`, z`) = Ms·E(x, y, z)

  E` (x`, y`, z`) : 그림자의 좌표점

  E (x, y, z) : 인물(캐릭터)의 좌표점

  Ms : 그림자의 좌표를 월드 좌표계로 변화하기 위한 매트릭스(행렬식)이다.

  이 Ms는 다음과 같이 하여 부여된다.

  Ms = Mu·(-Tyg)·Pn·Tyn·(-Tsn)·Rn·Tsn

  Mu : 인물의 좌표를 도 9의 월드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 매트릭스

  Tyg : 인물이 서 있는 지면에서 기준선까지 평행 이동시키기 위한 평행 이동 매트릭스

  Pn : 인물을 기준선에 기울여 투영하기 위한 변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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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n : 기울여 투영된 그림자를 각 오브젝트의 접지점(즉, 각 오브젝트가 놓여지는 지면)까지 평행 이동시키기 위한 매트

릭스

  Tsn : 각 오브젝트를 월드 좌표계의 원점에 대하여 평행 이동시키기 위한 평행 이동 매트릭스

  Rn : 지면의 기울기에 맞춰 그림자의 폴리곤을 회전시키기 위한 매트릭스

  이 처리는 다음의 과정에 의해 실행된다.

  처리 과정1 :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인물 유사의 캐릭터(91)가 지면에서 높이 0의 기준선까지 평행 이동되고, 이어서,

  처리 과정2 : 이 인물 유사의 폴리곤 집합체(91)를 상기 평행 광원(96)에 따라 기준선(94)에 기울여 투영하고, 이어서,

  처리 과정3 : 기울여 투영된 오브젝트를 각 오브젝트마다 y1‥‥yn의 폭으로 지면까지 각각 평행 이동시키고, 이어서,

  처리 과정4 : 각 오브젝트를 월드 좌표계의 위치에서 그 계의 원점까지 평행 이동시키고, 이어서,

  처리 과정5 : 각각의 지면의 각도에 따라, 각 오브젝트를 회전시키고, 최후에,

  처리 과정6 : 처리 과정4에 의해 원점까지 이동한 오브젝트를 원 좌표계로 되돌리기 위한 평행 이동이 실행된다.

  따라서, 이 처리에 의하면, 지면(90)에 요철이 있는 경우, 이 요철에 맞추어 캐릭터의 투영상을 요철을 붙여서 간단히 지

면(90)상에 표시할 수 있다.

  교차 판정 처리 :

  도 10은 2개의 캐릭터, 예를 들면 서로 마주보는 투사(인물1, 인물2)를 잡는 가상 카메라의 시야 영역을 나타내는 xz평면

도이다. 이 가상 카메라(시점)에 의해 이미 설명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영상이 표시된다. 이 처리에 있어서는 이 시야

영역에 투사이외의 벽, 건물 등 시야 영역을 막는 가상의 구조물이 겹친 경우, 이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표시하지 않

도록 된다. 도 10에 있어서, 구조물(100, 102)은 시점에서 인물에 이르는 시야 영역을 막는 것에 대하여, 구조물(104)은

시점에 의해 표시되는 영역에 있으므로 전자의 영역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구조물(102)와 (104)을 소거하는 화상

생성 또는 화상 처리가 실행된다.

  도 11은 이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 처리시, 이들 구조물이 시야 영역에 겹쳐 있는가 아닌가의 판정을 보다 신속하

고 또한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해, xz 좌표면에 있어서 판정이 실행되고, 또한 두께를 가진 것은 원에 의해 근사된다. 도 12

는 이 구조물을 내접원으로 근사한 상태를 도시한 xz 평면도이다.

  도 11에 있어서, 스텝(110)은 이 근사원이 상기 시야의 영역이 겹쳐 있는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처리이다. 도 13은 이 스

텝에 있어서의 판정의 개념도이다. 시점에서 인물1, 2에 이르기까지의 시야 영역에 상당하는 삼각형 영역을 구성하는 모

든 변에 대하여, 중심점 T의 반경 d를 갖는 어느 근사원이 겹치는가 아닌가의 판정의 이하의 처리에 따라 실행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벡터 L, 벡터 R, 벡터 T는 소정의 원점에서, L, R, T에 대허여 이루는 벡터이다. 또한, 삼각형 각변

의 각각의 정점에 대하여 시계 방향으로 L점, R점이 순서대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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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여기서,

  

수학식 2

  cx : 벡터 c의 x 성분

  cy : 벡터 c의 y 성분

  rx : 벡터 r의 x 성분

  ry : 벡터 r의 y 성분

  내적의 정리에 의해

  

수학식 3

  단,

  

수학식 4

  근사원의 중심 T가 직선 TR의 정영역에 있는 경우(삼각형의 내측에서 바깥에 T가 있는 경우),

  

수학식 5

  이면, 원은 삼각형의 내측 영역에 대하여 독립, 즉 이 영역에 겹치는 일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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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일 때는 점 T가 직선 LR의 정 영역에 있으면, 원은 영역에 대하여 독립으로 된다.

  스텝(110)에 있어서, 근사원이 삼각형 영역내에 겹쳐 있는 경우는 이 구조물이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되고(스텝 111), 겹

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처리(스텝 112)로 진행한다. 다음 처리는 이 구조물이 일정 방향으로 길이를 가진 벽과 같은 것에

대해서의 겹침 판정이 실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처리는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직선 TS로서 근사된 구조물에 대하여, 이 직선과 삼각형 영역의 교차(겹침의 일종)을 판정한다. 삼각형 영역을 구성하는

모든 변에 대하여, 이하의 처리를 실행한다. 직선 LR과 임의의 점 P의 위치 관계를 판정하는 함수를 F1(P)로 하면,

  

수학식 7

  직선 ST와 임의의 점 P의 위치 관계를 판정하는 함수를 F2(P)로 하면,

  

수학식 8

  F1(S)·F1(S) < 0 또한 F2(S)·F2(S) < 0이면, 직선 TS는 직선 LR에 교차하고 있다고 판정된다.

  이 교차가 부정되었을 때는 스텝(114)로 이행하여 근사원의 겹침 유무가 판정된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각형 영역

내에 이미 설명한 직선 ST가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경우, 겹침 판정이 부정되어 벽 형상의 구조물이 표시되어 버린다. 그래

서, 이 직선 ST에 도 15와 같은 벽의 두께에 상당하는 작은 원(150)을 부여하고, 이 작은 원에 대하여 스텝(110)과 같은 겹

침 판정을 실행한다. 이 결과, 직선 ST가 완전히 삼각형 영역내에 들어가 스텝(112)의 판정에 있어서 겹침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이 근사원이 삼각형 영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 겹침 있음으로 판정되어 스텝(111)로 이행한다.

  이들 처리에 의해, 가상 카메라에서 표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를 향한 시야 영역에 벽, 울타리, 담 등의 구조물이 표

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벽 등의 구조물이 이 시야 영역에서 나와 있는 (104)와 같

은 경우는 그대로 이 구조물이 표시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하면, 불필요한 구조물에 의해 캐릭터를 막는 일없이 꼭 알맞게

캐릭터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 대상물로서의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들 구조물은 그대로 표시된다.

또한, 근사원으로서는 도 12의 경우의 내접원을 대신하여 외접원이라도 좋다.

  캐릭터의 모션 처리 제어 :

  여기서의 처리는 하나의 모션에서 다른 모션을 이어서 일련으로 표시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하나의 모션의 종료 위치를

목표점에 맞추도록 보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 16은 하나의 캐릭터의 모션의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물 유사의 캐릭터(투사)(160)가 플레이어에 의한 패

드(2b)의 조작에 의해 상대측 투사를 향하여, 팔부(160A)에 의한 구타를 반복하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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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팔부의 주먹 움직임은 공지의 스플라인 함수(특히, 3차 스플라인 함수)에 의해 계산되어 모니터에 표시된다. 여기서,

이 팔부(160A)가 상대측 투사의 흉부를 향하여 있는 것으로 하여, 어느 시점에서 상대측 투사가 y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예를 들면, 급히 굽힌 경우), 유희자에 의하여 보면, 이동하고 있는 팔의 궤적을 급격히 도 17과 같이 아래쪽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이것을 CPU 블록(10) 측에서 단순히 실행한다고 하면 팔의 움직임이 부자연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현재 실행중인 모션의 스플라인 궤적 변화 과정의 종료 부근에 연결 영역을 마련하고, 이 연결 영역에 당초의 스

플라인 궤적의 종료점이 다른 위치의 목표점으로 되도록, 새로운 스플라인 함수를 부여하는 등의 보간을 실행하도록 하였

다.

  이것은 도면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8의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16의 투사의 팔부의 선단에 있는 손등(180A)은

스플라인 함수에 의해 정해진 궤적(180)을 따라 이동한다. 도 18의 (2)는 이 스플라인 함수에 의해 얻어진 궤적(180)을 도

시한 것으로, 손등(180A)은 이 궤적의 개시점에서 이동하여 종료점에 이르고, 그후 개시점까지 복귀한다.

  지금, 손등(180A)이 스플라인 함수 궤적(180)의 개시점에서 그의 종료점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상대측 투사의 주먹 움직임 변화 등에 의해 당초의 종료점을 목표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CPU 블록(10)은 손등의 위치(180A)가 연결 영역에 있는 시점에서 목표점에 있어서 종료하도록 이 영역내의 함

수를 보정한다. 이 보간은 예를 들면,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행된다. 물론, 연결 영역의 스플라인 함수의 차수나 계

수 등을 적의 바꾸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 결과, 도 16에 도시한 모션이 도 17에 도시한 모션으로 자동적으로 보간

되고, 연결 영역에 있어서의 모션도 보다 원활하게 표현된다. 또한, 도시 편의상, 도 18의 (2)에 있어서 종축은 y축 방향의

이동량만을 나타내고 있다. 3차원 비디오 게임의 일반론에서, x축이라 함은 모니터 화면에 면하여 횡방향으로 부여되고, y

축은 그의 높이 방향으로 부여되며, z축은 그의 깊이 방향, 즉 화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부여된다.

  연결 영역(연결 시간)은 엔드 프레임을 구비한 복수의 프레임군에 의해 적의 설정된다. 또한, 손등 이외의 상완부 및 하완

부의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처리가 적용되어 팔 전체의 보간된 모션이 완성된다. 연결 영역에 있어서의 보간된

좌표는 다음 특성식에 의해 설정된다.

  현재 좌표 + (현재 좌표 - 목표 좌표)·(현재 시간/연결 시간)

  도 19는 이상의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스텝(190)에 있어서, 유희자가 패드(26b)를 조작하여 모션 이동의 커

맨드가 발생하였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스텝(192)에서는 종료점과 다른 좌표에 목표점이 설정되었는가 아닌가가 판정

된다. 스텝(194)에서는 선택된 모션이 재현된다. 스텝(196)에서는 이 판정이 긍정된 경우, 연결 시간이 계산됨과 동시에,

스텝(194)으로 이행하여 이 연결 시간 사이 보간된 모션이 재현된다. 스텝(198)에서는 현재의 프레임이 일련의 모션의 엔

드 프레임인가 아닌가가 판정되고, 엔드 프레임인 경우에는 메인 루틴으로 리턴하고, 엔드 프레임에 아직 이르지 않은 경

우에는 스텝(192)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연결 시간을 이루는 연결 프레임은 모션의 최대 프레임수(도 18 (2)의 스타트 프레임에서 엔드 프레임까지의 프

레임수)의 0.1이고, 연결 프레임이 10을 넘는 경우는 10으로 고정된다. 연결 프레임은 1이상, 최대 프레임수의 1/2의 범위

이면 좋다. 연결 프레임이 너무 길면 모션이 갖고 있는 원래의 움직임이 상실되고, 한편 너무 짧으면 보간이 급준하게 되어

움직임에 원할함이 상실된다.

  이 처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달성된다. 비디오 게임 장치와 같이,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투사 등의 캐릭터를 조

작하기 위해 컨트롤러가 조작되면, 캐릭터의 다채로운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재현된다. 이 때, 일련의 모션이 재현되고 있

는 시점에서, 상대측 캐릭터의 급한 동작에 맞추어 그의 모션을 변화시키도록 하여도, 모션 자체가 고정된 것인한 그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션이 보간되면, 예를 들면 상대측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춘 모션을 다채롭게 재

현할 수 있게 되어, 모션이 보다 현실감 풍부하게 된다. 통상, 이와 같은 보간을 유저가 실행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무엇

보다도 종래 비디오 게임 장치에서는 이와 같은 보간을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처리는 스플라인 함수에 의해 모션이 계산되는 경우를 예로 취하여 설명하였지만, 미리 정해진 패턴이 순차 재

현되는 패턴 체인지 방식에 이 처리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연결 영역에 있어서 보정된 패턴을 재현하도록

하면 좋다.

  캐릭터의 고저차 처리 :

등록특허 10-0517856

- 16 -



  이 처리는 캐릭터(투사)에 서로 지면으로부터의 고저차가 있을 때에, 이 고저차를 보정하여 소망 화상을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면,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2명의 투사(200, 202) 사이에 고저차가 존재하는 경

우, 투사(200)로부터 펀치를 높은 위치에 있는 투사를 향하여 수평으로 반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처리는

이 고저차를 보정하여, 투사(200)로부터의 구타를 높은 방향을 향하여 반복하도록 시켰다(도 23 참조).

  이 처리는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텝(2100)에 있어서, 이 고저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이 판

정에 있어서, 「필요있음」으로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도시한 바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투사에 대하여, 한쪽 투사로부터 다

른쪽 투사에 대하여 손이나 발에 의한 구타의 공격 요구(커맨드)가 발생한 경우이다.

  다음에, 이 판정이 부정된 경우는 메인 루틴으로 복귀한다. 한편, 이 판정이 긍정된 경우는 또 스텝(2102)에 있어서, 성대

측 투사가 지면상에 서 있는가, 즉 캐릭터와 지면과의 충돌 판정이 실행되고, 이것이 긍정된 경우에는 캐릭터의 고저차 처

리를 필요로 하여 다음 스텝으로 이행한다. 이 판정이 부정된 경우는 도시한 루틴을 종료한다.

  다음 스텝(2104)에서는 유희자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가 서 있는 지면으로부터의 이 캐릭터까지의 거리를 연산한다. 상

대측 캐릭터에 대해서도 같은 연산을 실행한다. 다음에 스텝(2106)에 있어서, 이 결과의 값에 대하여 소정값과 비교하고,

소정값의 범위를 넘는 경우는 스텝(2108)에서 이 범위내에 상기 거리에 관한 차분을 모으는 처리를 실행한다. 즉, 한쪽 유

희자가 조종하는 측의 투사의 높이(my)와 다른 유희자가 조종하는 측 또는 화상 처리 장치에 소정의 프로그램에 의해 자

동적으로 조종하는 측 투사의 높이를 (ey)로 하면, 양자의 차분(diff1)은 (my-ey)로 되고, 예를 들면, diff1이

  -0.15≤diff1≤0.15의 범위내인가 아닌가가 판정되고, diff1이 이 범위를 넘는 경우는 이 범위보다 작은 diff1은 이것을 -

0.15로 하고, 이 범위보다 큰 것은 이것을 0.15로 하고, 이 범위내인 경우는 diff1을 그대로 차분 결과(diff2)로서 결정한

다. 이와 같이, diff1에 대하여 보정을 실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한다.

  다음 스텝(2110)에서는 diff2를 공격력이 발생하는 시간(프레임수)로 나누고, 이 결과를 「결과1」로 하고, diff2를 공격

력 발생에서 경화가 해소되기 까지의 시간으로 나누어 이 결과를 「결과2」로 한다. 또한, 이것을 도 22를 사용하여 설명

한다. 도 22는 공격 기술(투사가 반복하는 차기, 펀치, 점프 등)의 흐름을 도시한 것으로, 1, 2‥‥5의 각 시간마다 프레임

의 흐름(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1 : 기술의 개시(0 프레임째)

  2 : 공격력의 발생(1부터 3프레임째까지)

  3 : 공격력의 소멸(3부터 4프레임째까지

  4 : 경화 시간(이것은 다른 공격 기술의 커맨드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간, 0부터 4프레임까지)

  5 : 기술의 종료(0부터 5프레임째까지)

  따라서, 이미 설명한 「결과1」은 (diff2)/2로 되고, 「결과2」는 (diff2)/(4-2)로 된다. 이들 값은 당연한 것이므로, 소정

의 워크 RAM 영역에 설정 기억된다. 도 22에 도시한 특성은 각 기술마다 미리 정해져 있다. 결과1은 공격력 발생까지의

프레임마다의 변화율에 상당하는 값이고, 결과2는 경화가 풀리기 까지의 프레임마다의 변화율에 상당하는 값이다.

  이어서, 스텝(2112)에서는 요구된 기술마다 기술을 반복할 때의 손이나 다리 등이 이동하는 좌표를 결정한다. 이 좌표값

은 상대측 캐릭터에 대하여 높이차가 없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정해져 있다. 이 좌표(리프)를 「결과3」으로 한다. 이 리프는

리프를 되돌리기 위한 함수 fat 에 의해 기술을 반복할 때의 손이나 다리의 공간 좌표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스텝 이

후는 공격 기술을 실행할 때의 처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스텝(2114)에 있어서, 기술이 발생하고 나서 현재 표시되는 프레임이 어느 프레임째에 상당하는가가 검출된다. 다음 스

텝(2116)에서는 이 프레임이 공격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프레임인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도면에 있어서, 프레임1까지는 공

격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프레임이라고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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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스텝(2116)에 있어서의 판정이 긍정된 경우, 스텝(2118)에 있어서, 상기 「결과1」과 프레임수를 곱하고, 이 연

산 결과를 차분으로 하여 상기 스텝(2112)의 리프에 가산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사용하여 공지의 인버스 키네마틱 기술

(예를 들면, 「로보트의 역학과 제어」, 시스템 제어정보학회편, 유본탁저, 조창서점발생, 5.2 유동역학(132페이지∼))를

사용하여, 리스에 이 차분이 더해진 값 등에 따라 투사의 몸 모양을 재계산한다.

  이미 설명한 스텝(2116)에 있어서, 공격력이 발생한 이후라고 판정된 경우는 스텝(2200)에 있어서, 경화가 풀리는 프레

임수(도면의 「4」에서 현재 프레임수(도면의 「2 또는 3」를 빼고, 결과2에 이 프레임수를 곱하여 스텝으로 이행한다.

  이 결과, 스텝(2118)에 의해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기가 조종하는 투사(200)로부터 상대측 투사(202)를 향하여 투

사의 고저차를 보상한 높이로 펀치를 반복하고, 펀치의 명중 또는 펀치가 명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후 펀치로서 반복

된 팔을 고저차를 보상하면서 원래 위치까지 귀환시킨다.

  여기서 설명한 처리에 의하면, 2명의 투사의 고저차를 반영시킨 화상 처리가 실행되므로, 1명의 투사로부터 반복하여 한

공격(펀치, 킥)이 높은 위치에 있는 투사를 향하여 실행되고, 실제 공격 상황에 직면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따라서, 높은 위치에 있는 투사에 대한 모션을 사전에 메모리에 기억하여 두지 않아도, 하나의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

사이의 화상 처리를 캐릭터 사이의 고저차를 반영한 상태에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diff1에 대하여 보정을 실행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정을 실행하지 않으면, 양쪽 투사 사이에 큰

고저차가 있으면, 한쪽 투사로부터 다른쪽 투사를 향한 구타가 극단으로 말하면 지면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향하여 버려

서, 오히려 부자연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설명한 각 처리의 설명에 있어서, 비디오 게임을 예로 하여 설명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

에 있어서, CD-ROM을 대신하여 ROM 카세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들은 본 발명에 관한 화상 생성 장치의 동작 프로그

램이 기억된 기억 매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교차 판정 처리에 있어서, 이미 설명한 구조물을 완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외에, 이 구조물을 메쉬 폴리곤 또는 폴리라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표시않음」의 태양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도 24 및 도 25는 본 발명의 모델로서의 인물유사의 캐릭터(투사) 각각의 일예이다.

  CPU 블록(10)에 의한 그로셰이딩(그밖의 셰이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에 대해서는 캐릭터의 전체 폴리곤에 대하여

실행하는 경우외에, 캐릭터의 일부, 특히 색을 선형 보간하여 입체적으로 보고싶은 부분(예를 들면, 노출하고 있는 피부에

상당하는 폴리곤)에만 대하여 처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CPU 블록(10)에 주는 처리 수행상의 부하

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24의 캐릭터에서는 의복보다 노출하고 있는 손등, 얼굴 그리고 머리아래의 흉부에 대

해서만 그로셰이딩이 실행되고, 도 25의 캐릭터에서는 거의 상반신 및 다리부에 대해서만 그로셰이딩을 실행하도록 하였

다.

  또한, 각 폴리곤에 대한 Z소트를 거는 경우, 4각형의 폴리곤에서는 종래부터 4정점을 이용하였지만, 이것을 2정점을 각

각 연결하는 대각선의 교점(중점)에서만 판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 결과, 메인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빈도를 감소

시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중점에 의해 Z소트를 걸어도 이 중점은 4정점의 평균값이므로, 4정점을 사

용한 Z소트의 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삼각형의 폴리곤이 경우, 중심을 이용하면 좋다.

  다음에, 이미 설명한 화상 생성 장치의 처리 동작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6은 상기 컨트롤 패드(2b)의 상

세를 도시한 정면도이고, 이것은 이미 설명한 방향 키(26b)와 A, B, C, X, Y, Z, L, R의 각 버튼을 갖고 있다. 이들 방향 키

나 버튼의 누름은 도 24 또는 도 25의 캐릭터(투사)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고, 예를 들면, A 버튼은 「상대 투사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동」, B 버튼은 「상대측 투사에 반복하는 펀치」, C 버튼은 「상대측 투사를 향하여 반복하는 킥」에

상당한다.

  유저인 유희자는 이들 키나 버튼을 다채롭게 조작하여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조작하고자 하지만, 매우 신속하고 또한

다채롭게 움직이는 투사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것은 매우 숙련을 요한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처리의 형태에 있어서는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버튼을 누르는 것의 조합인 커맨드

기술의 집합을 혼합 기술로 하고, 이것을 파일로 하여 미리 워크 RAM에 설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설명한 버튼중 하

나를 누르는 것에 의해 판독하고, 투사가 커맨드 기술을 순서대로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도 27에 있어서, PPK와 같이 있

는 것은 B 버튼, B 버튼, C 버튼이 순서대로 눌려진 경우와 같고, P+K와 같이 있는 것은 B 버튼과 C 버튼이 동시에 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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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같다. 또한, 각 커맨드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이 점유하는 프레임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희자

는 혼합 기술중의 각 커맨드 기술의 프레임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혼합기를 다채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혼합기의 구체예를 설명하면, 「상대측 투사를 배대되치고, 일어선 부분을 다리로 참」등이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P, K, P」는 펀치 버튼, 킥 버튼, 펀치 버튼이 연속해서 눌려진 것을 나타내고, 단 이들이 연속되

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배대되치기를 한다고 가정하며, P가 눌려졌을 때에 캐릭터는 펀치 모션으로 들어간다. 이 모션의

시작부터, 예를 들면 모션이 펀치 되돌리기로 되기까지 사이에 K가 눌려졌다고 하면, 반복된 펀치 자세에서 펀치 되돌리기

모션으로 되는 타이밍에서 킥이 시작하고, 킥 모션이 반복되는 사이에 또 P가 입력되었을 때는 연속 기술로 판단하여 배대

되치기 모션(명령기)으로 연속하여 간다. 이때의 타이밍을 앞서의 킥에서 상대방 캐릭터가 넘어져 있는 타이밍에 맞추도록

하면, 같은 배대되치기에서도 기술이 걸리기 쉬운등, 매우 효과적인 배대되치기를 만들 수 있다.

  유희자는 이들 혼합 기술 파일을 복수 만들고, 각 파일에 하나의 버튼을 할당할 수 있다. 단지, 이 혼합 기술 파일이 할당

되어 있지 않은 버튼을 누르면 원래 이 버튼에 할당되어 있는 단독기(單獨技)가 나온다. 어느 범위의 버튼에 혼합기를 등록

하는가는 혼합기의 필요성 또는 단독 기술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결정된다. 각 파일에 할당되는 버튼은 복수라도 좋다.

  다음에 이처리의 동작을 도 28에 도시한 흐름도에 따라 설명한다. 먼저 스텝(S280)에 있어서, 이미 설명한 버튼이 눌려

졌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버튼이 눌려진 경우, 눌려진 버튼에 대하여 혼합 기술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스텝(S282) 긍

정), 스텝(284)에 있어서, 워크 RAM에 등록되어 있는 혼합 기술중의 각 커맨드(복수 또는 단독 버튼 누름과 같음)가 순서

대로 판독된다. 이어서, 스텝(S286)에 있어서, 파일중의 커맨드가 최후까지 실행되었는가 아닌가가 판정되고, 이것에 긍정

된 경우는 이 흐름도가 종료되기까지 반복 실행된다.

  한편, 스텝(S280)에 있어서 버튼의 누름이 없는 경우는 리턴하고, 또 스텝(S282)에 있어서 눌린 버튼이 혼합기의 파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버튼에 할당된 단독기가 실행된다.

  여기서 설명한 형태에 의하면, 캐릭터(모델)에 대한 동작 커맨드의 조합(예 : 동작 스위치를 누르는 조합 : 하나의 스위치

의 누름, 복수의 스위치의 누름, 이들 스위치를 순서대로 누름, 또는 이들 스위치를 동시에 누름)을 미리 메모리에 기억시

키고, 이것을 간단한 스위치 조작, 예를 들면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 화상 처리 수단이 판독하고, 판독된 커맨드

군에 따라 모델의 움직임(모션)을 연속적으로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유저가 복잡한 키 조

작을 실행하는 일없이 또한 자기의 기호에 따라 보다 다채로운 모델의 움직임(모션)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도 29는 여기서 설명한 혼합 처리시에, 모니터에 표시되는 모드 셀렉트(모드 선택)을 위한 초기 화면이고, 혼합기의

선택을 위해서는 위쪽 오른쪽의 아이콘이 선택된다. 도 30은 버튼(키)을 기술에 할당(Assign)한 것을 도시한 화면, 도 31

은 상기 혼합 기술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화면, 도 32는 서로 투사가 격투 상태에 있는 1상태를 도시한 화면이다. 도 33은

이 1상태의 화면에 그후에 전개되는 화면이고, 투사(「あきら」)가 투사(「らう」)를 쓰러뜨린 상태이다. 또한, 도 33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한쪽 투사가 다른쪽 투사를 쓰렸뜨렸을 때 (CPU 블록측에서 그렇게 판정하였을 때), 화면중 캐릭터

(330)가 그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도 33에 있어서는 「꽃봉오리 식물같은 캐릭터」가 「꽃이 핀 식물같은 캐릭터」

로 변경되는 것에 의해 이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2 실시예>

  이어서, 화상 처리 장치로서의 비디오 게임기의 제2 실시예를 도 34∼도 68에 따라 설명한다. 또한, 이 제2 실시예에 있

어서의 비디오 게임기의 하드웨어 구성은 상술한 제1 실시예의 것과 동일하므로, 그의 설명은 생략한다.

  도 34는 CPU 블록(10)에 의해 실행되는 메인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고, 다음에 설명하는 각 처리가 실행된다. (S200)

은 잔상 처리 루틴이고, (S202)는 날려올라감 처리 루틴(비행체의 처리)이고, (S204)는 모델의 자유 낙하 운동 처리,

(S206)은 부정형 구획과 모델의 충돌 판정 처리, (S208)은 재생 속도의 변경 처리를 실행한다. 이들 각 처리는 반복 실행

된다. 이하, 각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잔상 처리 :

  도 35는 모델로서의 투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잔상 처리의 원리를 도시한다. 도 35에 있어서, (30)은 투사이고, 투사의 다

리(30B)에 대하여 잔상이 표시되어 있다. 즉, 현재 프레임(코마)의 실상이 표시됨과 동시에 이전 프레임의 잔상1 내지 4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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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6은 잔상 처리의 원리를 도시한 것이다. 폴리곤 데이터 파일(또는 파라미터 파일)은 이 투사 다리의 「돌려차기」 모

션을 규정하는 파라미터를 기억하고 있다. 폴리곤 데이터 파일의 #1 내지 #n은 잔상 개시 시점으로부터의 코마수를 나타

내고 있다.

  폴리곤 데이터 파일 #1에는 잔상4에 상당하는 모델 #1이 기억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화면상에 투사의 모델

#1이 실상으로 하여 표시된다. 다음 시점에서는 폴리곤 데이터 파일 #2에 잔상3에 상당하는 모델 #2가 기억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화면상에 투사 모델 #2가 실상으로서 표시된다. 이후 마찬가지로 하여, 화면상에 투사의 다리 모델 #3‥‥,

#n이 표시된다. 도 4의 4코마째의 경우 (#4)는 다리의 실상 모델로서는 #1 내지 #4까지가 순차 표시된다.

  잔상용 버퍼로서 B#1, B#2, B#3 및 B#4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 버퍼에 폴리곤 데이터 파일에 기록된 투사의 모션 데이

터가 순차 기록된다. 도 36의 아래쪽란에는 이것이 도시되어 있다. 폴리곤 데이터 파일 #1에 기록되어 있는 모델 #1의 데

이터는 잔상 개시후 잔상용 버퍼 #1에 기록되고, 다음 시점에서는 폴리곤 데이터 파일 #2에 기록된 모델 #2의 데이터는

잔상용 버퍼 #1에 기록되고, 잔상용 버퍼 #1의 내용이 잔상용 버퍼 #2로 보내진다. 즉, 잔상용 버퍼의 데이터는

#1→#2→#3→#4의 순서로 보내져서, 잔상용 버퍼 #1에는 폴리곤 데이터 파일부터 하나전의 코마에 있어서의 실상 모션

데이터가 보내진다. 잔상용 버퍼 $4는 순차 그대로 갱신된다.

  예를 들면, 5프레임째 시점에서는 폴리곤 데이터 파일에 모델 #5의 모션 데이터가 저장되고, 또 이 모델이 실상으로서 표

시되어 있다. 한편, 잔상용 버퍼 #1에는 모델 #4의 모션 데이터가 기억되고, 잔상용 버퍼 #2에는 모델 #3의 모션 데이터가

기억되고, 잔상용 버퍼 #3에는 모델 #2의 모션 데이터가 기억되고, 잔상용 버퍼 #4에는 모델 #1의 모션 데이터가 기억되

어 있다.

  폴리곤 데이터 파일의 모션 데이터와 잔상용 버퍼의 데이터(과거 계산된 모션 데이터와 같음)는 동시에 표시되므로, 화면

상에는 실상과 잔상이 동시에 표시되게 된다. 도 35는 이것을 도시하고 있다. 실상에 대해서는 통상 렌더링이 실시되어 표

시되는 것에 대하여, 잔상에 대해서는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잔상처럼 보이기」위해 반투명의 처리를

실시하면서 렌더링한다. 이 반투명 정도를 보다 전 시점의 코마수에 있어서의 잔층만큼 높일 수 있다. 전 프레임의 잔상만

큼 투명하게 표시된다. 또한, 잔상용 버퍼는 RAM(102)에 설정된다.

  다음에,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잔상 처리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7은 이 처리를 실행하는 개략 흐름도이다. 먼저,

잔상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판단된다(S500). 이 판단은 예를 들면 모션마다 실행된다. 예를 들면, 투사가 큰 움직임이 따르

는 큰 기술(돌려차기, 업어차기 등)에는 잔상이 필요로서 처리된다. 도 3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밖에, 동작량이 소정값 이

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 38은 이 잔상 필요성 처리의 상세 흐름도이다. 먼저, 기술의 발생이 체크된다(S600). 이 체크는 이미 설명한 컨트롤러

(2b)의 조작 버튼이나 조작 스틱의 조작 상황에 의해 판정된다. 기술이 발생하였다고 판정되면, 기술의 속성 데이터가 판

독된다(S602). 기술의 속성 데이터라 함은 각각의 기술에 대하여 주어진 성질에 관한 데이터로서, 예를 들면 「공격 기술

인가」, 「다리에 의한 기술인가」, 「손에 의한 기술인가」등이다.

  다음에, 이 속성 데이터가 잔상이 발생해야할 데이터인가 또는 그 반대인가가 판정된다(S604). 예를 들면, 「공격 기

술」, 또 「다리에 의한 기술」인 경우에는 잔상 표현이 필요한 것으로 하여, 소정의 플래그 "F"를 새워 "1"로 하고(S606),

다른 경우에는 "F"를 "0"로 한다(S608).

  개략 흐름도의 다음 스텝에서는 잔상 필요 부위가 특정된다(S502). 이 특정은 상세 흐름도인 도 39에 도시한 처리에 의

해 실행된다. 먼저, (S700)에 있어서, 공격 커맨드가 발생하였는가 아닌가가 체크된다. 공격 커맨드라 함은 조작 버튼이나

조작 스틱의 조작이 유희자가 조종하는 투사가 대전 상대 투사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명령 태양에 이른 상태로 발생하는

것이다.

  도 39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돌려차기의 커맨드가 발생한 경우(도 35의 경우가 이것에 해당함), 공격 부위가 발목 파트(도

35의 30A)인 것이 참조되고(S702), 이어서 다리 전체의 잔상을 형성하기 위해 발목(30A), 종아리(30B), 대퇴부(30A), 즉

좌측 다리 전체(도 35 참조)가 잔상 필요 장소로서 특정된다(S704). 또한, 여기서의 설명과 같이 투사는 복수의 파트로 구

성되어 있고, 각 파트는 각각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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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본 실시예의 경우와 같이, 공격 커맨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잔상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S706). 이 경우에

는 당연하므로, 도 37의 (S500)에 있어서의 「잔상이 필요한가?」의 판정에 있어서, 「현재 공격중」이 아니라도 잔상 현

상이 가능하도록, 잔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정한다. 예를 들면, 투사가 기술을 받아서 넘어지는 과정을 잔상을 수반하면

서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모션 데이터로부터 (S702, S704)와 같이 잔상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한다.

  그리고, 도 37의 (S504)에서는 도 35에 이미 설명한 잔상 처리를 실행하여, (S506)에 이르고, 잔상 표시가 종료하였는가

아닌가가 판정된다. 예를 들면, 일련의 모션이 종료하였는가 아닌가가 판정되고, 도 35의 예에서는 돌려차기가 종료하였는

가 아닌가가 판정되고, 종료하였다고 판정된 경우는 잔상 표시의 처리가 종료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투사의 일련의 움직임 데이터를 갖는 폴리곤 파일의 데이터를 그대로 순차 잔상용 버퍼에 기억하고

있다. 이 폴리곤 파일에는 좌표 변환되어 클리핑된 폴리곤 각 정점의 좌수를 각 점에서의 법선 벡터로 기록하고 있다. 이

폴리곤 파일의 데이터를 그대로 잔상 버퍼에 기록하여, 이것을 현재 실상과 함게 출력할 뿐이므로, 종래 기술과 같이 잔상

용 폴리곤을 그 때마다 좌표 변환(모델링)할 필요가 없고, CPU 블록에 주는 계산 부하가 경감된다. 더욱이 파트(다리)의

과거 위치에 잔상이 표시되고, 또한 반투명의 연출이 더해져 있으므로, 잔상 표현을 연출감 풍부하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또한, 반투명 연출 대신에, 다리 폴리곤의 표시를 메쉬 형상 또는 라인에 의해 표현하도록 하여도 좋다. 반투명

의 처리에 의해, 다리의 잔상과 배경이 동시에 표시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잔상이 붙여지는 큰 기술과 잔상이 붙여지지 않는 중·소 기술을 잔상의 유무에 의해 유희자는 시각

을 거쳐 구별할 수 있으므로, 게임의 연출감(게임으로서의 화상 표현의 다양화, 재미 등)이 향상한다

  비행체 운동 처리 :

  다음에, 비행체(설치물)의 날아오름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처리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면의 모래 또는

물, 또 지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날려올리는 태양을 구비한다. 먼저, 앞서 2개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도 3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사(30)가 다리를 사용하여 위로차기의 모션을 취한 경우, 또는 투사가 공중에서 착지한 경

우, 물, 모래를 날려 올리는 처리가 실행된다. 게임의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처리가 실행된다. 특히 격투용 게

임과 같은 유희자가 조작 버튼을 과격하게 조작하여 캐릭터를 신속하게 조작하는 비디오 게임에 있어서는 캐릭터의 움직

임이 다채롭고 또한 신속하므로, 이와 같은 물 등의 날려올림을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추어 신속하고 또한 정확하고 확실하

게 계산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 설명하는 처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모래 또는 물의 점프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점프 처리라 함은 도 4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패턴 체인지하

는 폴리곤(모두 32 패턴)이 계산에 의해 구해진 궤도를 순차 운동하는 것이다. 모래 또는 물의 한입자 한입자를 계산하면,

계산 시간이 걸리므로, 몇 개의 입자를 모아서 패턴 체인지하면서 운동시키고 있다.

  이 처리에서는 투사의 파트 체크가 실행된다. 상기 투사는 머리, 오른손(위팔뚝, 아래 팔뚝, 손목), 왼손, 가슴, 배, 허리,

왼쪽 다리(대퇴부, 종아리, 발목), 오른쪽 다리의 각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체크는 다리, 머리, 허리에 대하여 실행된

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다리에 의해 차올리기, 머리 또는 허리로부터의 낙하를 시뮬레이트한다. 파트 체크에는 파트의 이

용량 체크가 포함된다.

  그밖에, 가상 지면의 속성 플래그, 파트 위치 플래그가 체크된다. 가상 지면 속성 플래그(b water)가 "1(물의 속성)" or

"0(모래의 속성)" 및 파트 위치 플래그(b air)가 "1(착지 상태)" or "0(공중 상태)"로 설정된다.

  (b water)가 "1(물의 속성)"인 경우, 물의 튐이 실행되고, "0(모래의 속성)"인 경우는 모래 튐이 실행된다. 물 또는 모래의

튐에는 다음의 태양이 있다.

  착지 발생 : 파트가 지면 또는 수면에 착지(착수)한 경우로서, 발생점으로부터 모래 또는 물이 사방으로 퍼진다.

  튐 발생 : 파트가 지면(수면)에 착지(착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다리의 차올림에 의해 모래 또는 물이 다리(체크

하고 있는 파트)의 이동 방향으로 튀긴다. 또한, 튐 발생 및 착지 발생은 도 60에 모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면중 (280)

은 캐릭터(투사)이고, 다리를 차올려서 모래 또는 물(282)을 다리의 이동 특성에 따라 튀기고 있다. 또흔 착지하여 물 또는

모래를 착지 동작에 따라 사방으로 튀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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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리에서는 계속 처리라고 부르는 차기 발생 또는 차올림 발생이 수 인터럽트(수 코마 또는 수 프레임) 사이 계속되는

처리가 실행된다. 통상 이들 발생시에 차올림 수를 결정하여 그의 1/4을 세트한다. 튐수를 N으로 하면, 1인터럽트마다 다

음과 같이 튐수가 순차 감산되어 실행되게 되어 있다.

  튐수를 N으로 하면,

  1회째 1/4N, N′= N-(1/4)·N

  2회째 1/4N′, N″ = N′ - (1/4)N′

  3회째 1/4N″

  즉, 인터럽트마다 튐수의 나머지수의 1/4씩 세트하여 간다. 튐의 형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패턴 체인지하도록 되어

있다.

  착지 발생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체크 파트의 전회(1회전 인터럽트)의 위치를 (0X, 0y, 0Z)로 하고, 금회의 위

치를 (PX, Py, PZ)로 한다. 지면 또는 수면의 높이(Y 좌표)를 epos로 한다.

  파트의 기본 속도 : SPDX = PX - 0X X 방향

  SPDy = 0y - Py Y 방향

  SPDZ = PZ - 0Z Z 방향

  튐총수(세트수) : amount = 기본 세트수·파트 이동량

  튐 원점(발생 원점) : 도 41은 가상 공간의 높이 방향(Y 방향)에서 나타낸 모식도이다. 체크 파트가 실선 방향으로 이동하

고 있을 때, 도 4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물, 모래의 튐 발생 원점은 (0X, epos, 0Z)와 같이 설정된다.

  모래(물방울)의 발산 처리 : 체크 파트의 기본 속도의 X, Z 성분을 골라낸다. 도 43은 화상 생성 장치내에 가상적으로 설

정된 모델 공간의 X-Z 평면이다. 또한, 이 도면은 이 평면을 기울여 위쪽 위치에서 보고 있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이 X,

Z 성분의 벡터를 XZ 평면상에서 +135°내지 -135°범위에서 랜덤하게 회전시킨다. 도면에 있어서, 원으로 둘러싸인 범위

(사선친 부분은 제외)가 모래(또는 물방울)이 확산하여 가는 방향이다.

  지금, 랜덤하게 회전시킨 벡터를 A로 한다. 다음에, 이 벡터를 벡터의 방향으로 L이동시켜 L′로 한다. 여기서 「L」은 파

트의 반경이다. 예를 들면, 다리인 경우는 10 ㎝, 허리인 경우는 20 ㎝, 머리인 경우는 15 ㎝로 설정되어 있다. 이 A′에 기

본 스피드의 Y 성분을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모래, 물방울의 튐 속도가 결정된다. 이 속도가 결정된후, 도 40에 도시한 궤적

을 채택하여 모래, 물방울 등이 패턴 체인지되면서 이동된다. 또한, 도 4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트의 회전(반경 L)에서 모

래(물방울)이 사방으로 날아흩어지는 상태가 시뮬레이트된다.

  다음에 튐 발생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1에 대응하는 도 4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중 또는 모래중에 있는 다리가

차올려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동작인 경우, 체크 파트의 기본 스피드를 (PX-0X, PY-0Y, PZ-0Z)로 한다. 이 벡터의 튐

각도(cosθ)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벡터의 내적을 사용하여, 도 4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cosθ를 구하는 이유는 튐의 각도가 큰만큼(90°) 가깝게 튐량을 감하기 때문이다. 즉, 물, 모래의 세트수를 기본

세트수·이동량·cosθ로 된다.

  모래, 물방울의 스피드는 기본 스피드에 난수(0∼255)/2550의 수치를 곱한 값으로 된다. 이것은 앞서의 착지 발생 경우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난수를 곱하는 것에 의해, 랜덤하게 발생하는 모래, 물의 비산을 다채롭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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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피드에 또 (0X, 0y, 0Z)를 가산한 점이 모래, 물의 비산 발생점으로 된다. 도 47을 참조하면, 난수가 1/10(=255/

2550)인 경우, 발생점은 도 47에 도시한 좌표에 의해 표시된다. 또한, 모래, 물이 도 4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순차 패턴 체

인지(32 패턴)된다.

  이미 설명한 게속 처리는 이와 같이 하여 정해진 착지 발생점, 튐 발생점을 사용하여, 모래, 물의 비산이 계속적으로 표시

된다.

  도 48은 이상 설명한 본 실시예(비행체 운동 처리)의 흐름도이다. (S1600)에 있어서, 체크 파트의 아래가 수면인가 아닌

가가 판정된다. 이 판정은 물 또는 모래의 튐이 예정되어 있는 스테이지(신)에 대하여 실행된다. 바꾸어 말하면, 투사가 서

있는 지면이 바위, 흙 또는 그밖의 고형물인 스테이지에서는 이 판정은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여러 가

지 스테이지가 존재하여도, 이와 같은 비행체의 처리를 필요한 스테이지만 신속히 실행할 수 있다.

  파트의 아래가 지면이 아니고 물인 경우는 다음 스텝으로 이행한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이미 설명한 설치면 속성 플래그

(b water)가 "1"로 설정되어 있다. 모래 위의 스테이지인 경우는 모래 지면의 처리(S1602)로 이행한다. 또한, 이 처리는

수면상의 처리와 같으므로, 그의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의 처리, (S1604)에 있어서는 캐릭터(투사)의 각 파트가 착지(착수)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캐릭터의 금회 포지션의 Y

좌표(Py)와 수면 위치의 Y 좌표(epos)를 비교하는 것에 의해 판정된다. 이 판정에 의해, 체크 파트가 수면 아래에 있는 경

우는 착지 발생의 처리로 이행하고, 이것과는 반대 판정인 경우는 튐 발생의 처리로 이행한다.

  (S1606)에서는 전회의 인터럽트에 있어서 착지 상태였는가 아닌가가 착지 판정 플래그를 체크하는 것에 의해 판정된다.

이 플래그(b air)가 「0」인 경우는 수 인터럽트동안 이 착지 상태가 계속된다(S1608). 한편, 이 플래그가 「1」인 경우는

전회의 인터럽트에 있어서 새로 착지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착지 발생의 처리(S1610)를 함과 동시에, 이 플래그를 「0」

로 리셋(S1612)하여 도 34의 메인 루틴으로 리턴한다.

  한편, 체크 파트의 Y 좌표가 수면 위치보다 높은 경우는 (S1614)로 이행하여 전회의 인터럽트에 있어서, 착지 상태였는

가 아닌가가 착지 판정 플래그를 체크하는 것에 의해 실행된다. 전회 착지 상태였을 때, 즉 체크 파트가 수면 아래에 있었

던 경우는 예를 들면, 금회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리의 차올림이 있었다고 하여, 물을 다리의 움직임에 맞추어 위쪽으

로 튀기는 패턴이 표시된다(S1616). 그리고, 이 플래그를 「1」로 세트하여(S1617) 리턴한다. 한편, 전회 착지 상태에 없

을 때는 튐의 처리가 계속된다(S1618).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캐릭터의 이동량, 이동 방향을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추어 이동하는 설치물

(물, 모래 등)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게임중 캐릭터(투사)의 운동에 의해 바람을 발생시키고, 이 바람에 의해 스테이지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비행

체중 하나)를 날려 올리는 운동(비행체 운동 처리의 일종)을 시뮬레이트하는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9를 참조하면, (170)은 운동하는 투사를 도시하고, (172)는 운동하는 투사에 의해 날려 올려진 나뭇잎을 도시한다.

여기서는 말하는 「바람」이라 함은 수 인터럽트(인터럽트라 함은 1화면의 표시를 위한 기간의 것, 이 경우는 1/60초, 바

꾸어 말하면, 수직 동기 신호 끼리의 사이)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1 인터럽트 내에 나뭇잎의 거동에 영향을 주는 벡터인

것을 말한다.

  이 처리는 도 50에 도시한 개략 흐름도에 의해 실행된다. 이 흐름도는 캐릭터의 운동에 의한 바람이 발생하는가 아닌가의

체크를 실행한다(S1800, S1802). 이어서, 바람이 발생하는 것을 시뮬레이트하는 경우는 나뭇잎이 날려올라감을 체크하는

루틴으로 이행하고(S1804), 이어서 나뭇잎의 운동을 시뮬레이트한다(S1806). 상기 게임기는 최초에 나뭇잎을 공중으로

날려올려서 이것을 낙하시키는 상태를 시뮬레이트하고, 이 나뭇잎이 지면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자유 낙하 운동을 계속하

고, 이 나뭇잎이 공중에서 지면에 도달한 이후는 나뭇잎이 정지하기까지 지면상을 기어가는 운동을 시뮬레이트한다. 바람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뭇잎의 날려 올라감 체크를 실행하지 않고, 나뭇잎의 운동을 계속한다(S1806).

  먼저, 바람의 발생 체크를 위한 흐름도를 도 51에 따라 설명한다. (S1900)에서는 파트 포지션을 계산한다. 이 계산은 투

사가 한쌍 존재하는 경우, 투사1, 2에 대하여 교대로 1인터럽트마다 실행된다. 체크하는 파트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머리의 합계 3장소에 대하여 실행한다. 각각의 파트의 이동량을 체크하여 바람의 발생 유무가 판정된다. 이 판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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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체크하는 파트의 전회(1인터럽트점)의 포지션을 (0X, 0y, OZ)로 하고, 금회의 포지션을 (PX,

Py, PZ)로 한다. 이때의 이동량 M은 도 51의 (1)식에 도시한 것과 같다. 여기서는 XZ 좌표계에서이 이동량 M′(식(2))를

사용한다.

  (S1902)에 있어서, M′가 0.2보다 큰 경우는 파트의 이동량이 바람을 발생시키는 정도로 크다고 하여, 다음 스텝으로 이

행한다. M′가 이값보다 작은 경우는 바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루틴을 종료한다.

  (S1904)에서는 Y 방향의 변화량(Pt-0y)가 (Py-0y)≤-0.8인 경우, 바람의 방향이 극단으로 아래쪽인 것으로 하여 바람

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S1906)에서는 바람의 발생 플래그를 「바람 발생있음(=1)」로 세워서, 또한 바람의 발생 포지션

및 바람의 크기(벡터)를 결정한다.

  바람의 발생 포지션 및 그의 X, Y, Z방향의 벡터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다. M′는 0.12≤M′≤1.0으로 수정된다. 이 M′를

바람의 Y방향의 벡터이다. X, Z 방향의 벡터는 X방향, Y방향의 변화량에 0.6을 곱한 값으로 한다. 여기서, 0.6을 곱하고

있는 것은 X, Z 방향의 벡터가 Y 방향의 벡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서, 주로 바람이 모델 공간의 위쪽으로 날려 올

리는 상태를 시뮬레이트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하나의 인터럽트동안 하나의 벡터밖에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복수 장소에 있어서, 바람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중에서 가장 값이 큰 것을 발생해야할 바람으로 한다.

  다음에, 나뭇잎의 불려 올려짐 체크의 흐름도에 대하여 설명한다(도 52). 나뭇잎 하나하나에 대하여, 바람 발생 포지션과

나뭇잎의 포지션으로부터 나뭇잎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가 아닌가를 체크하여, 이 영향 범위내이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뭇잎의 운동(스피드, 벡터)이 변화한다.

  스텝(2000)에서는 바람의 데이터와 나뭇잎의 데이터가 판독된다. 이들 데이터(X 성분, Y 성분, Z 성분)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다. (S2002)에서는 나뭇잎의 높이에 관한 연산을 실행한다. 이 연산은 다음과 같다. 지면의 높이를 epos로 하면,

지상 1m의 높이는 epos+1.0(m)로 된다. 이 높이부터 나뭇잎의 높이 1ypos를 뺀 값을 C1로 한다.

  C1 = epos + 1.0 - 1 ypos (m)

  C1≤0인 때는 나뭇잎의 위치(지상으로부터 1m 이상에 있음)가 캐릭터의 동작에 의해 발생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로 높다고 판정되어, 이 처리를 종료한다. 이 때, 나뭇잎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영향도 0%). 한편, 바람의 영향

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S2004 : No), 즉 C1>0인 때는 C1의 값에 따른 영향 계수를 결정한다(S2006). 예를 들면, 나뭇

잎이 지상에 있을 때(1 yos = epos, C1 + 1)는 나뭇잎은 바람의 영향을 100% 받는다. C1=0.5인 때는 50%의 영향을 받

는다. C1은 0≤C1≤1.0의 값을 취한다. 이들은 도 68에 설명되어 있다. 이 영향 계수는 나뭇잎의 계수에 의해 나뭇잎이 바

람의 몇%의 영향을 받는가하는 것을 지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S2008)은 바람의 발생 포지션과 나뭇잎의 XZ 평면에 있어서의 거리 L′를 연산한다. 도면에 도시한 L′의 계산식중

w yspd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Y축 방향의 벡터이고, 또한 나뭇잎에 대한 영향 거리(반경)도 겸하고 있다.

  w yspd-L′가 0 이하인 때는 나뭇잎이 바람에 의한 영향 범위밖에 있는 것으로 하고, 바람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하

여 리턴한다(S2010). 한편, 0을 넘는 경우는 C2(거리에 의한 영향 계수)를 산출한다. 또한, 이 C2를 소정하여 C2′를 산출

한다. 이 영향 계수의 예가 도 68에 도시되어 있다.

  (S2014)에서는 나뭇잎에 대하여 바람의 영향(벡터 : X 방향, Y 방향, Z 방향), 즉 나뭇잎의 스피드(벡터)를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 나뭇잎의 현재 포지션에 이 영향을 더하여 나뭇잎의 운동을 시뮬레이트한다(도 50의 (S1806)). 나뭇

잎의 운동 처리 루틴은 모두 다음에 설명된다. 나뭇잎의 X 방향, Z 방향 스피드는 항상 새로 설정되고, Y 스피드는 전회(전

의 인터럽트)의 스피드에 가산된다.

  다음에 나뭇잎의 운동을 시뮬레이트하는 상세 흐름도에 대하여 설명한다(도 53). 나뭇잎의 운동은 도 5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나뭇잎의 중심 포지션의 운동과 나뭇잎 모델의 X, Y rot의 회전 운동 2개의 상태의 것이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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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바람의 영향이나 중력에 의해 나뭇잎의 중심 포지션이 이동하는 운동을 도시한 것이고, (2)는 나뭇잎이 「팔랑팔

랑」으로 나는 운동을 Xrot, Yrot에 의해 시뮬레이트(표현)하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이들 운동은 개략 흐름도로 설명하였

지만, 자유 낙하 운동의 일환이다.

  전자의 운동(공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공중에서 착지한 경우)의 특성식은 도면의 (S2100)에 도시한 바와 같다. 나뭇잎이

공중에 있는 경우, X 방향의 속도 (1 xspd)에 0.87을 곱하여 새로운 X 방향의 속도로 하고 있는 이유는 공기 저항을 고려

에 넣었기 때문이다. Z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Y 방향의 속도는 0.002를 빼서 새로운 Y 방향의 속도로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나뭇잎의 중력 방향의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하는 것이 시뮬레이트된다. 단, Y 방향의 낙하 속도 (1 yspd)

의 최대값은 -0.006으로 한다. 나뭇잎이 착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한다.

  한편, 도 5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나뭇잎(230)이 팔랑팔랑 날리는 상태는 이미 설명한 X rot와 Y rot에 의해 시뮬레이트

된다(S2102). 단, 본 실시예에서는 32패턴의 X rot를 준비하여, 순차 패턴 체인지하고 있다. Y rot에 의한 회전은 다음과

같다.

  Y 회전 속도 = 1 yspd×1200×256

  1회전(360°)을 0×0000∼0×FFFF(0∼65536)으로 표현하고 있다. 1°■182(0xB6)이다. 또한, Y rot도 패턴 체인지하

면, 나뭇잎의 움직임이 거칠게 시뮬레이트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쪽 회전 요소(X rot)를 패턴 체인지로 하고, 나머지 요소

(Y rot)를 계산에 의해 구하고 있다.

  나뭇잎이 지면에 도달한 후의 운동은 도 5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심 운동 특성식과 회전 운동 특성식에 의해 시뮬레이

트된다(S2100, S2102). 중심 운동 특성식은 도 53에 도시되어 있다. 이 운동 특성식에서는 나뭇잎의 Y축 방향의 속도 (1

yspd)는 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면상을 나뭇잎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상태가 시뮬레이트된다. 이 특성식에 있어서,

X 방향의 속도와 Y 방향의 속도 각각에 0.5를 곱하고 있는 것은 지면의 마찰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공중에 나뭇잎이 있는

경우보다도 작은 값을 곱하여 공기 저항보다도 지면의 마찰 저항이 큰 것을 시뮬레이트하고 있다. 또한, X축 주위의 나뭇

잎의 회전 각도(X rot)가 「0」인가 아닌가가 판정되어 「0」인 경우는 나뭇잎이 지면에 대하여 평행으로 접하였다고 하

여 나뭇잎의 움직임을 정지시킨다.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에 의해 발생한 바람에 의해 나뭇잎이 공기중으로 날아간

후, 이 나뭇잎이 지면으로 낙하하여 지면과 평행으로 된 시점에서 나뭇잎의 움직임이 정지된다.

  공중에 뜬 나뭇잎이 착지하였는가 아닌가는 지면의 Y 좌표와 나뭇잎의 Y 좌표를 비교하여 판정된다. 나뭇잎의 Y 좌표

≤(또는 「=」) 지면의 Y 좌표인 때에 나뭇잎은 착지 상태에 있다고 판정한다. 또한, 나뭇잎은 하나의 폴리곤에 나뭇잎의

모양(텍스쳐)를 붙이는(맵핑)하는 것에 의해 형상 모델링된다.

  이상 설명한 비행체(물, 바람, 나뭇잎)는 그의 이동량이나 이동 방향이 캐릭터(모델)의 동작 특성에 의해 정해지므로, 모

델의 움직임을 비행체에 정확히 반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행체는 본래 모델의 움직임에 의해 날거나 또는 낙하하거

나 하는 것으로, 모델의 움직임을 이들에 반영시키는 것에 의해 비행체의 동작을 고품질로 시뮬레이트할 수 있다. 또한, 이

상 설명한 비행체의 운동 처리에 의하면, 가상 공간내에 있어서의 모델(비행체)의 (자유) 낙하 운동을 연출감 풍부하게 또

한 고품질로 재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뭇잎이 「팔랑팔랑」 날리는 영상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낙하 운동 처리 :

  다음에, 가상 공간내를 낙하하는 대상물의 운동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의 실시예는 대상물을 눈으로 하여 눈에

「흔들림」운동을 주는 연출을 시뮬레이트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흔들림」이라 함은 눈이 바람에

의해 날리면서 내리고 있는 상태 또는 투사의 움직임에 의해 날려올라간 낙엽이 날려 떨어지는 상태등 비교적 불규칙한 운

동을 말한다. 이 실시예는 이 「흔들림」의 상태를 효율좋게 시뮬레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눈이 날리는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날려 떨어지는 눈 하나는 하나 또는 복수의 폴리곤에 의해 구성되어 있

고, 모델 공간에 설정되어 있는 바람의 벡터(이 벡터는 적절히 변화시키고 있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눈의 폴리곤 운동은

중력에 의한 자유 낙하, 바람 벡터에 의한 영향(이상, 청구항의 제1 수단), 가상 공간의 XZ 평면(물 평면, 즉 지표면에 평행

한 좌표계)의 원 운동(동항의 제2 수단)에 의해 시뮬레이트된다. 원운동의 각속도, 진폭은 메모리내에 테이블화되어 있고,

그의 하나가 선택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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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거동에 흔들림을 주는 전술한 원운동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여된다. 각속도를 ω로 하고, 회전각을 q로 하고, 진폭을

a로 하면, 흔들림 운동의 X 성분(x off)과 Z 성분(z off), 즉 눈의 기본 거동(자유 낙하와 바람에 의한 벡터에 의해 결정됨)

에 대한 오프셋량은 다음과 같다.

  x off = sin(q+ω)·a

  y off = cos(q+ω)·a

  이 오프셋 데이터는 매 인터럽트동안 10회 계산되어 눈의 기본 포지션에 가산된다.

  눈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x pos : 눈의 포지션 (X 방향),

  y pos : 눈의 포지션 (Y 방향),

  z pos : 눈의 포지션 (Z 방향)으로 한다.

  x pos = s pos + x off + wind x (바람 벡터 스피드의 x 성분)

  y pos = y pos + fall (눈의 낙하 속도, 예-1㎝/int)

  z pos = z pos + z off + wind z (바람 벡터 스피드의 z 성분)

  본 실시예에 의하면, 눈이 바람에 흔들려 날려 떨어지는 거동(도 56 참조)이 상기 운동 방정식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복잡한 눈의 「흔들림」운동이 간단한 계산식에 의해 얻어질 수 있고, CPU 블록에 주는 계산 부하도 큰 것으로는 되지 않

는다.

  도 56은 이 눈의 이동 궤적을 도시한 것으로, 소정 방향으로 크기나 방향이 변하는 벡터를 자유 낙하하는 눈에 더해도

「흔들림」의 상태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시뮬레이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눈에 원운동(주회 운동의 일종, 그밖의 타원 운

동과 같은 것이라도 좋음)을 더하는 것에 의해, 이 「흔들림」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처리에 의하면, 가상 공간내의 모델의 자유 낙하 운동을 시뮬레이트할 때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낙하 화상 처리

의 연출감을 풍부하게 자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부정형 구획에 있어서의 충돌 판정 처리 :

  다음에, 부정형의 구획과 모델의 충돌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처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여기서, 구획이

라 함은 투사의 움직임을 규제하는 영역이고, 예를 들면, 둘레가 부정형의 벽으로 둘러싸인 링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투사는 이 링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벽을 넘어 링밖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이 벽이 여기서 설명하는 「구획」에

상당한다.

  도 57의 (A)에는 부정형의 구획(250)이 도시되어 있다. 이 구획은 가상 공간의 XZ 평면(Y축은 높이 방향)에 설정되어 있

다. 이 구획은 7각형으로서 설정되어 있다. 이 구획으로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획으로서

는 둘레가 바위인 링을 상정한 경우의 그 바위를 말한다.

  도 57은 이 처리의 원리를 도시하고 있다. 벽(구획)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벽을 넘어 이동

하지 않도록, 캐릭터의 위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본 실시예는 크기나 모양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투기장의 벽과 캐릭

터의 닿음 판정을 실행하고, 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벽의 법선 방향으로 추출하는 벡터를 산출한다.

  도 57의 (A)는 이 충돌 판정의 모델도이고, (B)는 벡터 계산의 원리도이고, (C)는 캐릭터(모델)와 구획의 충돌 판정 모델

도의 일부 확대도이다. 또한, 도 57에는 벡터 계산식도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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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닿음 판정에 즈음하여, 캐릭터의 형상을 구에 의해 근사하고, 또 벽 및 이 구체를 지면과 평행

한 평면(XZ 평면)으로 평행 투영하여, 구획의 영역을 형성하는 각변과 구가 투영된 결과 얻어진 원(252)의 위치 관계를 조

사한다. 여기서, 구의 위치는 캐릭터의 계산상 위치이다. 이 도면에 있어서, L은 이 구획의 임의의 변의 일정점이고, R은 그

변의 다른 정점이다. 어느 임의의 변에 대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L이 오도록 설정된다.

  도면중 T는 캐릭터가 투영된 원의 중심점이다. 벡터 R, 벡터 T, 벡터 L은 이 좌표계의 어느 임의의 일점에서 이들 각점에

대하여 설정된 벡터이다. 또한, 벡터 P는 원의 중심 좌표에서 구획의 각변에 대하여 수직으로 내린 벡터이다. 벡터 V는 이

원에 대한 변 LR에 평행한 접선과 원의 교점에서 변 LR에 대하여 직각으로 내린 벡터이고, 이 처리에 있어서의 추출 벡터

에 상당한다.

  이 처리에 있어서는 추출 벡터 VR가 산출되는 것이 목적이다. 원의 중심이 직선 RL의 외측(이것을 정영역으로 함)이 있

는 경우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추출 벡터는 도면의 식(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설정된다.

  한편, 원의 중심이 직선 RL의 내측(이것을 부영역으로 함)에 있는 경우는 식(2)와 같이 설정된다. 즉, 원의 중심과 직선

RL 사이의 거리가 반경 (d)이상인 경우는 추출 벡터는 설정되지 않는다. 이 거리가 넘는 경우는 추출 벡터가 설정된다. 이

때, 벡터는 벽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단위 벡터 Pe를 원의 중심이 직선 RL 외측에 있는 경우와는 반대 방향으로 설정

된다.

  도 58은 이 실시예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는 플루우챠트이다. 먼저, 컨트롤러의 버튼 또는 방향 키의 조작량이 판독된다

(S2600). 이 조작량에서 계산상의 캐릭터 위치가 결정된다(S2602). 즉, 구획이 없다고 한 경우의 캐릭터의 계산상 위치로

서, 컨트롤러의 조작에 의해 이 위치가 요구된다.

  이어서, (2604)에 있어서, 이 캐릭터의 위치와 어느 변 RL과의 비교가 실행된다. 즉, 도 57의 식(3)의 관계가 체크된다.

이 판정이 부정된 경우(>1)는 다음 변 RL에 대하여 이 관계를 체크한다. 이 경우는 점 T에서 이 변에 직각으로 벡터 P를

내릴 수 없다고 하고(즉, 충돌 판정 대상으로 되는 변으로는 되지 않음), (S2606)의 벡터 P의 계산 처리를 실행하지 않고

(S2608)로 이행한다.

  이 관계가 긍정된 경우는 (S2606)에서 도 5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벡터 P의 값을 산출한다. 이어서, (2608)에서 모든 변

에 대하여, (S2604)의 처리가 종료하였는가 판정되고, 부정된 경우는 (S2610)으로 이행하여 다른 변에 대해서의 비교가

실행된다(S2604). 한편, 이것이 긍정된 경우는 (S2612)로 이행하고, 벡터 P의 최소값이 선택된다. 이 벡터 P가 설정된 변

이 추출 벡터를 법선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벽(변, 구획)으로서 결정된다. 즉, 이 벡터가 설정되는 변 쪽에 캐릭터가 접촉

하고 있다고 판정된다.

  그리고, 다음 스텝(S2614)에서는 원의 중심이 구획내에 있는가 아닌가가 판정되고, 구획밖일 때는 도면의 식(1)에 의해

추출 벡터가 설정되고, 구획내인 때에는 식(2)에 의해 추출 벡터가 설정된다. 식(1)의 경우 및 식(2)에 있어서, 벡터 P의 크

기가 원의 반경보다 작은 경우는 벡터와 벽 사이에 닿음(충돌)이 있다고 되어, 이미 설명한 추출 벡터가 설정된다. 이 추출

벡터에 의해 실제 영상에서는 캐릭터가 이 구획(벽)에서 앞서 이동하는 것이 규제되는 화상 처리가 실행된다(S2616).

  물론, 이 벽에서 추출 벡터에 의해 모델이 벽에서 변의 법선 방향으로 정의된 벡터 V에 의해 치도록 화상 처리를 실행하

도록 하여도 좋다. 도 67은 이때에 있어서의 화상 처리의 일예이고, 부호(350)은 투사이고, 부호(352)는 부정형의 벽이다.

투사(352)가 도면중 구획측(도면중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여도, 구획에 막혀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

다(도면의 (1)의 상태). 단, 도면의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사(350)의 전체는 구획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오른쪽 다리(354)(캐릭터의 일부 파트)가 양방향으로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진퇴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유

희자는 자기가 조종하는 모델이 구획에 막혀서, 더 이상 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도시된 처리에 의하면, 각 변마다 추출 벡터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정형의 구획이라도 이 구획과

캐릭터의 닿음 판정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고(즉, 추출 벡터의 값이 부여되었을 때에는 닿음 판정이 긍정됨), 이 판정 결

과를 화상 처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텍스쳐열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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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반복하는 텍스쳐열을 작성하는 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9는 이것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하단(Bottom)에는

제1 텍스쳐열이 도시되어 있고, 중단(Top)에는 제2 텍스쳐열이 도시되어 있다. 상단(Togeter)에는 제1 텍스쳐열과 제2

텍스쳐열을 겹친 결과의 제3 텍스쳐열이 도시되어 있다.

  제3 텍스쳐열은 소정의 주기를 갖고 반복하는 영상 「해상의 반사 패턴」의 영상인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제3 텍

스쳐열은 0∼29의 30커트(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그림을 순차 폴리곤에 맵핑하고, 즉 0∼29번까지의 그림을

맵핑한후, 또 0∼29번까지 맵핑하고, 이들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이들 텍스쳐열의 연결 부분(예를 들면, 28∼2번)에서의

그림의 변화를 자연적(연속적, 바꾸어 말하면, 그림날림이 없음)이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해면상의 반사 패턴이 반

복하는 영상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제1, 2의 텍스쳐열은 이미 설명한 시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다. 텍스쳐열의 발생에 있어

서 파라미터의 값은 각각의 열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다. 단, 소프트웨어의 제약 때문에, 각각의 열에 있어서 같지만, 텍스

쳐열의 최초 영역과 최후 영역의 텍스쳐군은 연결이 나쁜 그림으로 되어 있다. 즉, 예를 들면, 제1 텍스쳐열의 0번과 29번,

그리고 제2 텍스쳐열의 0번과 59번이다.

  그래서, 이 처리에 있어서는 제2 텍스쳐에 순차 변화하는 투명도의 파라미터(0∼100%)를 준다. 제2 텍스쳐열 상에 기재

되어 있는 수치가 이 투명도에 관한 값이다. 100%로 있는 것은 투명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그밖에 7%로 있는

것은 투명도가 보다 진행한 상태(투명도 93%)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 투명하게 하는 경우에는 0%가 부여된다. 제1

텍스쳐는 100%의 파라미터를 부여하고 있다.

  제3 텍스쳐열은 제1 텍스쳐열과 제2 텍스쳐열을 도시한 바와 같이 순번으로 겹쳐서 작성된다. 즉, 제1 텍스쳐열의 0번과

제2 텍스쳐열의 30번이 겹쳐서 제3 텍스쳐의 0번이 형성되고, 제1 텍스쳐열의 1번과 제2 텍스쳐열의 31번이 겹쳐서 제3

텍스쳐의 1번이 형성되고, ‥‥, 제1 텍스쳐열의 29번과 제2 텍스쳐열의 59번이 겹쳐서 제3 텍스쳐열의 29번이 형성된

다.

  이때, 제1 텍스쳐열의 0번과 제2 텍스쳐열의 30번이 겹칠 때, 제2 텍스쳐열의 30번의 투명도는 0이므로(전혀 투명하지

않은 상태), 제1 텍스쳐열의 0번은 제2 텍스쳐열의 30번에 모두 숨겨져, 제3 텍스쳐열의 0번의 영상은 제2 텍스쳐열의 30

번의 영상에 같게 된다.

  한편, 제1 텍스쳐열의 29번과 제2 텍스쳐열의 59번이 겹칠 때, 제2 텍스쳐열의 30번의 투명도는 97%이므로(거의 투명

에 가까운 상태), 제3 텍스쳐열의 29번의 영상은 제1 텍스쳐열의 29번의 영상에 거의 같게 된다(바꾸어 말하면, 제2 텍스

쳐열의 59번의 영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여기서, 제2 텍스쳐열을 발생시킬 때, 파라미터의 부여 방법은 그의 30번 그림이 제1 텍스쳐열의 29번 그림에 이어지는

그림으로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 텍스쳐열을 본 경우에는 텍스쳐열의 연결 부분에(도 59에서는 28번∼2번)에 있어서,

연결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1 텍스쳐열의 마지막 부분(예를 들면, 25번 내지 29번), 제2 텍스쳐의 최초 부분(예를 들면, 30번 내지 34번)의 그림이

이어지도록 각각의 텍스쳐열이 파라미터를 주는 것에 의해(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의해), 도면의 화살표로 나

타낸 바와 같이, 투명도도 감안하면, 제1 텍스쳐열의 29번에서 제2 텍스쳐열의 30번으로 이어지도록 되는 것에 의해, 제3

텍스쳐열이 도시한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의 그림으로 된다.

  제3 텍스쳐는 메모리의 소정 영역에 기억되어 있고, 해면을 도시한 폴리곤에 순차 맵핑되어 해면의 흰 파도(화면상에서

는 휘도가 높은 부분, 도 27에서는 희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모양이나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영상을 표현할 수 있

다. 도시한 예에서는 1/30초마다 한 장의 그림이 표시된다고 하고, 30장의 그림이라고 하면, 1초마다 해면의 흰 파도 부분

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파도의 형태를 재생하는 속도 및 사용하는 텍스쳐수는 적절히 변경가능하다. 화면의 중심에 투사가 서 있는 스테이지가

있다고 하면, 스테이지 근방(즉, 화면의 중심 부근)에서는 이미 설명한 재생 속도(일코마당 1/30초, 30코다 재생)로 하고,

이것부터 먼 파도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계산 부하를 저감하는 관점에서, 일코마당 재생 속도를 내리고 또한 합계 사용 코

마수를 작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 텍스쳐열의 0번, 10번, 20번, 29번의 코마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한 것은 하면의

주변 근방에 있는 영상의 재생을 다소 거칠게 하여도, 유희자에게 주는 나쁜 인상은 적고, 또한 컴퓨터 그래픽스 장치의 계

산 부하를 저감하는 일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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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설명한 게임 장치의 메모리에는 제3 텍스쳐열이 기억되어 있다. 따라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사용한 게임기 분야에

이미 설명한 캐릭터열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설명한 캐릭터열의 발생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술 분야뿐만아니

라, 애니메이션의 동화 작성 기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슬로우 재생 처리 :

  도 61 내지 도 64는 슬로우 재생 처리(재생 속도 변경 처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캐릭터의 동작도이다. 2명의 투사

(290, 292)가 서로 마주보고, 양자의 투기 우열을 겨루고 있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 61에 있어서, (290)은 공격을 받

고 있는 투사이고, (292)는 공격측 투사이다. 부호(294)가 투사(290)가 투사(292)로부터 투기(공격 : 펀치)를 받는 공격

부위이다. 도 61과 도 61을 위쪽에서 본 평면도인 도 62는 투사(290)가 공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한편, 도 63과 그의 평면도인 도 6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사(290)가 투사(292)로부터 기술을 오른손의 펀치로 후려쳐

서(즉, 방어), 그것이 성공하면 투사(292)가 화살표 방향으로 고개가 위로 젖혀지는(빗나가는) 모션이 재생된다. 이때, 투

사(292)의 모션 재생 속도를 저하시켜 슬로우 재생을 실행한다.

  이와 같이, 한쪽 캐릭터(투사)가 다른 투사에게 기술(「펀치」)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한편, 다른 투사가 이 펀치를 후려

치는 기술을 거의 동시에 내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 펀치나 또는 후려치기 기술(대응기술)은 유희자가 컨트롤 패드의 조작

버튼이나 방향 키를 적절히 조작하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이 펀치의 후려치기가 성공한 때에 공격측 투사가 뒤쪽으로 크게 젖혀지는 모션이 재생된다. 이때, 이 모션 재생 속도를

방어측 투사의 영상 재생 속도보다도 작게 되도록 한다. 그러면, 이 슬로우 재생에 의해, 공격측 투사에게 소위 「틈」이

생겨셔, 방어측 투사로부터 공격 기술을 공격측 투사에게 반복하기 쉽게 된다. 투사(292)는 일단 젖혀진 후, 도 65와 같이

원래의 체형(젖혀지기 전)으로 서서히 복귀한다.

  도 66은 이 처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S3400)에 있어서, 방어측 투사가 이미 설명한 후려치기 기술을 낸다. (S3402)에

서는 상대측 공격 기술(도면의 경우는 「펀치」)이 후려치는 기술에 해당하였는가(즉, 후려치기 기술의 동작 커맨드아래

에 있는 손의 파트와 공격측 투사의 손의 파트 충돌 판정)의 판정을 실행한다.

  이 판정이 부정된 경우는 슬로우 재생의 처리를 실행하는 일없이 리턴한다. 한편, 이 판정이 긍정된 경우는 공격측 캐릭

터가 방어측 캐릭터의 정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턴하고, 정면인 경우에는 (S3406)으로 이행한다(S3404).

(S3406)에서는 공격 기술이 후려칠 수 있는 기술인가 아닌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펀치이면 후려칠 수 있고, 킥이면 후

려칠 수 없는 등이다. 이 판정은 기술마다 전용 플래그를 설정하여 플래그 레지스터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

게 실현된다.

  후려치기 불가 기술인 경우는 처리를 종료하고, 후려치기 가능 기술인 경우는 (S3408)로 이행한다. 이 스텝에서는 슬로

우 재생되어야 할 코마수를 설정하고, 이것을 타이머에 보존한다. 다음 스텝(S3410)에서는 기술에 의해 후려쳐지는 양(도

면의 예에서는 공격측 투사가 젖혀지는 모션을 재생하는 경우, 각 파트가 젖혀지는 양)을 설정한다. 코마수 및 후려치기 양

은 소정의 특성식에 의해 계산되고, 또는 테이블화되어 있다.

  (S3412)에서는 후려치기양을 설정된 코마수로 나누고, 일코마분의 리프량(공간 좌표계에 있어서의 이동량 및 이동 방

향)을 산출한다. 그리고, (S3414)에서는 공격측 투사의 재생 속도(표시 속도)를 제어측 투사의 예를 들면 절반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공격측 캐릭터의 재생 속도를 1/60초의 절반 1/30초로 한다.

  이어서, (S3416)에서는 상기 타이머의 값을 판정하고, 「0」인 경우는 슬로우 재생 처리는 종료하였다고 하여, 공격측

투사의 재생 속도를 원래의 속도로 복귀시켜(S3417), 리턴한다. 한편, 「0」가 아닌 경우는 일코마당 리프량에 타이머의

값을 곱하여 공격측 이동량으로 한다. 그리고, (S3420)에서는 이 이동량을 공격측 투사의 좌표값에 가산한다. 즉, 도 51의

공격측 투사(292)의 위치에 도 63의 후려치기 기술이 성립한 경우의 이동량(젖혀짐 양 : 본래 포지션(도 61의 투사(292)의

위치))을 더한다.

  이어서, (S3422)에서는 타이머의 값(T)을 1빼서, (S3424)에서는 공격측 투사(292)(도 63)의 모션 위치를 재계산하는 것

이 실행된다. 그리고, 메인 루틴으로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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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리에 의하면, 후려치기 기술이 성공하였을 때에 공격측 투사가 최초에 크게 젖혀지면서 슬로우 재생 상태에서 또 서

서히 젖혀져 가는 영상이 재생된다. 이때, 방어측 투사는 공격 기술을 공격측 투사에 대하여 반복하기 쉽게 된다.

  이 처리에 의하면, 한쪽 투사의 모션 재생 속도를 낮게 하면서 다른쪽 투사의 모션 재생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유희자는

자기가 조종하는 방어측 투사 기술을 보다 유효하게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이것은 게임 요소로서의 슬로우 재생을 가능하

게 한다. 따라서, 슬로우 재생을 연출감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각종 실시예의 구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업자라면, 청구의 범위 기재의 구성 범위내에서

더욱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게임기의 동작용 프로그램이 기억된 기억(기록) 매체로서는 이미 설명한 카트리지 ROM, CD-ROM 외에 인터넷,

퍼스컴네트상의 통신 매체라도 좋고, 또한 전자 메일의 서버도 포함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그의 주목적인 화상 처리에 요하는 연산량이나 데이터량을 매우 작게 억제하여, 보다 리얼 타임으로 또

한 캐릭터의 화면상의 움직임을 보다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임용 화상 처리의 수법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가상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서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이 이동하고 있을 때와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량을 변화시켜, 상기 모델에 부여하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2.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가상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서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이 놓여지는 스테이지의 표면 형상에 맞추어 상기 모델의 투영상을 표시하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3.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가상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서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상 시점이 표시 대상으로서의 상기 모델에 대하여 이루는 시야 영역과, 표시 대상으로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모델과의 겹침 판정을 실행하고, 이 판정이 긍정된 경우에 상기 다른 모델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4.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가상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서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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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델의 예정된 이동 궤적의 종료점에 대하여, 상기 종료점과는 다른 목표점이 설정되고, 상기 종료점을 상기 목표점

에 일치시키도록 이동 궤적이 보간되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5.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가상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서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 놓여져 있는 고저차를 구하고, 상기 고저차에 따라 상기 모델에 대하여 주어지고 있는

동작을 보정하는 화상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6.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정 위치의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모델의 이동 궤적을 잔상으로서 표현하기 위한 잔상 표현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모델의 현재 모션 이전의 모션 데이터를 그대로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상기 기억 데이터를 상기

모델의 현재 모션 데이터와 함께 표시하는 표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제어 수단은 상기 기억 수단의 데이터에 연출을 더하여 표시하기 위한 연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연출 수단은 반투명의 화상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9.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정 위치의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델의 이동 특성을 산출하는 산출 수단; 및

  상기 가상 공간내에 비행체를 존재시킴과 동시에 상기 비행체의 일련 운동을 상기 산출 수단에 의한 산출 결과에 따라 제

어하는 비행체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0.

  가상 공간내에 설정된 모델의 자유 낙하 운동을 시뮬레이트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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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델의 전체 운동을 시뮬레이트하는 제1 수단; 및

  상기 모델에 주변 회전 운동을 부여하는 제2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1.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정 위치의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부정형(不定形)의 구획을 상기 가상 공간내에 설정하는 구획 설정 수단;

  상기 구획과 상기 모델 사이에 소정의 벡터를 설정하고, 상기 구획을 넘어 상기 모델이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벡터를 상기 모델이 상기 구획을 넘지않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벡터 설정 수단; 및

  상기 벡터에 따라 상기 모델의 이동을 제어하는 모델 이동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청구항 12.

  소정의 파라미터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텍스쳐를 형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1 텍스쳐열을 만드는 제1 수단;

  제2 텍스쳐열을 만드는 수단

  을 포함하며,

  제1 텍스쳐열의 최후 또는 최초 텍스쳐와 제2 텍스쳐열의 최초 또는 최후 텍스쳐가 연속하는 형태로 되도록 각각의 수단

에 파라미터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1 텍스쳐열과 제2 텍스쳐열의 적어도 한쪽 투명도를 점증 또는 점감하여 양쪽 텍스쳐

열의 최초의 손 텍스쳐끼리부터 순서대로 겹쳐서 목적으로 하는 텍스쳐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텍스쳐 생성 장치.

청구항 13.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텍스쳐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제1 텍스쳐열을 만드는 제1 공정과;

  마찬가지로 소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제2 텍스쳐열을 만드는 공정

  을 포함하며,

  제1 텍스쳐열의 최후 또는 최초 텍스쳐와 제2 텍스쳐열의 최초 또는 최후 텍스쳐가 연속하는 형태로 되도록 함과 동시에,

제1 텍스쳐열과 제2 텍스쳐열의 적어도 한쪽 투명도를 점증 또는 점감하여 양쪽 텍스쳐열의 최초 텍스쳐끼리부터 순서대

로 겹쳐서 목적으로 하는 텍스쳐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텍스쳐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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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가상 공간내에 소정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이 상기 가상 공간내에서 소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소정 위치의 시점에 기초하는 상기 가상 공간의 영상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도록 한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2개의 모델 사이에 소정의 조건이 성립하였는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제1 수단;

  상기 조건이 성립한 것을 각각의 모델의 운동에 반영시키는 제2 수단; 및

  상기 조건이 성립하였을 때에 한쪽 모델의 운동 재생 속도를 다른쪽 모델에 대하여 변화시키는 제3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용 화상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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