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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에서는 지난 여 년3 10

동안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보다 고성능의 그래픽.

스 가속기의 등장으로 이전의 영상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고화질의 영상이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다 실감나는 영.

상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쳐 매핑(Texture

범프 매핑 환경 매핑Mapping), (Bump Mapping),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매핑(Environment Mapping)

테크닉들과 앨리어싱 을 없애주는 여러 가(Aliasing)

지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주요 이슈였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1].

장면의 객체 위에 텍스쳐 이미지를 그려 넣는 방

법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하나는.

실세계의 각각의 객체들의 기본 정보 색 차원 좌( , 3

표 등 뿐만 아니라 표면의 텍스쳐 정보 역시 모델) ,

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 후 해당 장,

면의 렌더링 과정에서 로드하여 처리해주는 방법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

매핑을 위해 많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하므로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텍스쳐. ,

정보와 차원 객체의 기본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해3

두었다가 객체의 렌더링 과정에서 관련된 텍스쳐 정

보를 해당 객체에 그려 넣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전.

자의 경우에 비해 텍스쳐 정보를 위한 메모리 요구,

량이 많지 않으며 메모리 대역폭 역시 크지는 않다, .

그러나 복잡한 장면의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장 메모

리와 메모리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게

된다 후자의 경우를 보통 텍스쳐 매핑이라고 부른.

다.

텍스쳐 매핑의 처리는 래스터라이징 과정에서 이

루어진다 즉 차원의 객체 공간이 아닌 차원의 스. 3 , 2

크린 공간에서 각 픽셀에 대한 텍스쳐 값을 보간해

낸다 차원 객체 공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텍스쳐. 3

데이터를 단순히 차원에서 보간 처리하는 것은 영2

상의 텍스쳐 표현에 있어서 왜곡현상을 야기한다[2].

래스터라이저 프레임버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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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차원 그래픽스 분야는 기존의 단순 이미지의 처리가 아닌 보다 나은 화질과 보다 많은 기법3

의 도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실감영상의 표현 기법인 텍스쳐 매.

핑 기법에 대하여 논하였고 차원의 객체 공간에서 차원의 스크린 공간으로의 변환으로 인해 생길, 3 2

수 있는 문제점과 렌더링 알고리즘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렌더링 시스템을 설계 분석, ,

하였다 또한 본 시스템은 고성능 차원 그래픽 처리를 위하여 채택되어지고 있는 프로세서 메모리 집. 3 -

적 방식을 이용 래스터라이징 유닛과 프레임버퍼를 단일 칩으로 구성하여 렌더링과 텍스쳐 매핑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현상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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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차원 그래픽 처리를 위해3

프로세서 메모리 집적 방식을 이용하여 래스터라이-

징 유닛과 프레임버퍼를 단일 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스크린 공간에서의 텍스쳐 왜곡현상과 에, [9]

서 제안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

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절에서는 차원. 2 3

그래픽 처리과정 중 래스터라이징 과정에 대해 살펴

보고 절에서는 텍스쳐 매핑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3

설명한다 절에서는 렌더링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 4

보겠다 그리고 절에서는 차원 렌더링 시스템을. 5 3

제안하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6

여 논한다.

래스터라이징 과정2.

래스터라이징 은 상당한 계산을 요한(Rasterizing)

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할 최종 이미지를 프레임버.

퍼 에 보내기 전에 컬러와 텍스쳐 그(frame buffer) , ,

리고 투명도에 대한 보간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

다 처음에 하나의 삼각형은 세 개의 꼭지점의 좌표.

와 각 꼭지점의 컬러값인 로 정의된(x, y, z) RGBα

다 주사변환 수행 이전에 삼각형. (Scan Conversion)

의 변의 보간 과 스팬 보간(Edge Walk) (Span

에 사용되는 증가율 들을 계Interpolation) (Increment)

산해야 한다.

증가율을 구하는 과정에는 삼각형의 기울기

계산 각 매개변수들의 변화율 계(Slope) , (Gradient)

산 원근 텍스쳐를 위한 좌표 제법 등 여러 가지 변,

수들에 대한 나눗셈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완전한 파이프라인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개 이상의 독립적인 역수 검색 테이5

블이 필요하다 가드 비트를 가진 역수 테이블의[12].

사용은 계산의 복잡도에 따른 지연의 감소와 래스터

라이저 크기를 줄여주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또[13].

한 삼각형의 컬러 깊이 텍스쳐 좌표 증가율은 모두, ,

같은 역수 값에 의해 계산된다:

∂z
∂x
=
(z2-z1)⋅(y3-y1)-(z3-z1)⋅(y2-y1)
(x2-x1)⋅(y3-y1)-(x3-x1)⋅(y2-y1)

∂z
∂y
=
(z3-z1)⋅(x2-x1)-(z2-z1)⋅(x3-x1)
(x2-x1)⋅(y3-y1)-(x3-x1)⋅(y2-y1)

따라서 이미 계산된 값의 참조를 통한 증가율 계

산에서 생길 수 있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텍스쳐 매핑3.

이미지를 객체에 매핑할 때 객체의 각 픽셀에서,

의 색은 상응하는 이미지의 색에 의해 수정되어진

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로부터 상응되는 색을 가져오.

는 것은 개념적으로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3].

지는 보통 샘플된 어레이로써 저장되므로 연속적인,

이미지는 먼저 샘플로부터 재구성되어져야 한다 그.

런 다음 이미지는 디스플레이되어 질 수 있도록 사,

영된 객체에서 생기는 어떤 왜곡 아마도 원근감의(

표현에 의해 생기는 왜곡 에 적절히 맞춰질 수 있도)

록 비틀리거나 휘어져야 한다 다시 비틀어진 이미.

지는 고주파에 해당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

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마지막 단계인 재샘플링의 과정에서 고주파

요소가 앨리어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재샘플링 과.

정은 텍스쳐 처리되어질 픽셀에 적용할 올바른 색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실용적으로 위의 필터링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근사하게 수행된다 그 중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방법은 밉 매핑 이다- (Mip-Mapping) [6].

위의 기본적인 텍스쳐 매핑 기법의 일반화된 기

법이 많이 있다 맵되어질 이미지가 반드시 이차원.

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샘플링과 필터링은 차원. 1

이나 차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적용될 수도 있다3 [8].

기본적인 텍스쳐 매핑에서는 텍스쳐 이미지는,

폴리곤의 꼭지점에 텍스쳐 좌표를 할당함으로써 폴

리곤에 적용된다 이 텍스쳐 좌표는 텍스쳐 이미지.

를 인덱스하고 폴리곤의 각 픽셀에서 텍스쳐 이미지

값을 결정하기 위해 폴리곤에 걸쳐 보간되어 진다.

현재 많은 그래픽스 시스템에서 텍스쳐 매핑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텍스쳐 매핑에 의해 장면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텍스쳐 매핑 방식은 단순히 텍스쳐 매핑에 국한

되지 않고 에어브러시 볼륨 렌더링, (Air-brush),

퐁 쉐이딩(Volume Rendering), (Phong Shading),

환경 매핑 등과 같이 흥미로(Environment Mapping)

운 응용에 쓰여질 수 있는 그래픽스 드로잉 방법이

다[7].

원근투영 매핑을 위한 선형보간법4.

매핑과 투영 매핑4.1 Affine (Projectiv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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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그래픽스에서는 매핑과 투영 매핑3 Affine ,

두 가지 종류의 매핑을 사용한다. (u,v)에서 (x,y)

로의 차원의 투영 매핑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2

같다[2].

x=
au+bv+c
gu+hv+i

, y=
du+ev+f
gu+hv+i

.

이를 동치행렬표기방식(Homogeneous Matrix

으로는 더욱 간단하게 표현된다Notation) .

(xw yw w)=(uq vq q)












a d g
b e h
c f i

.

매핑에는 축소확대 회전Affine (Scale), (Rotation),

직선변환 전단변환 이 있다 만(Translation), (Shear) .

일 g=h=0 이고 i≠0 이기만 하면 차원 투영 매핑2

은 매핑이다Affine .

선형보간에 의한 폴리곤 렌더링4.2

선형보간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4].

폴리곤의 각 꼭지점과 연관된 매개변수를 포⑴

함하는 레코드를 연계시킨다.

각 꼭지점에 대해 객체 대 스크린 행렬, 4×4⑵

을 이용하여 객체 공간좌표를 동치 스크린 공간좌표

(xw,yw,zw,w)로 변환한다.

시각 절단체(View Frustum, View Volume)⑶

의 여섯 면 각각에 대한 평면방정식으로 폴리곤을

클리핑하고 새로 만들어진 꼭지점의 모든 매개변수,

를 선형보간한다.

⑷ x=xw/w, y=yw/w, z=zw/w 를 계산하기

위해 동치제법을 수행한다.

음영을 입히기 위해 각 픽셀에서의 매개변수⑸

값을 사용하여 모든 매개변수를 선형보간함으로써

스크린공간 내에서 주사변환 한다(Scan Conversion) .

이 알고리즘의 단계는 기하학 연산과정에⑴～⑷

서 수행하고 마지막 단계는 래스터라이징 과정에서,

수행된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객체 공간에.

있는 좌표들을 스크린 좌표계로 표준화하기 위해 단

순히 동치 좌표를 축척 인자 로 나누어(Scale Factor)

주는 과정만을 수행해 주고 있다 이는 텍스쳐 매핑.

과 같은 스크린 좌표계에서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문

제점을 야기한다.

선형보간의 문제점4.3

선형보간은 텍스쳐 매핑 뿐만 아니라 종종 고라,

우드 쉐이딩 퐁 쉐이딩(Gouraud Shading), (Phong

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객체 공간에 연관된Shading) .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스크린 공간에서 선형보간을

수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객체 공간에서 스크린 공.

간으로는 원근투영에 의한 매핑이 수행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위의 선형보간 알고리즘은 평행투영.

이나 시점방향(Parallel Projection) (Viewing

과 수직인 평면의 원근투영의 경우와 같이Direction)

객체 공간과 스크린 공간이 선형변환(Linear

에 의해 매핑될 수 있는 경우에만Transformation)

적용된다 이러한 선형보간의 단점은 특히 텍스쳐.

매핑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선형보간에 의한 텍스쳐.

매핑의 경우 원근감을 표현해 낼 수 없다 텍스쳐.

또한 꼭지점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따라 불연속성

을 띄게 된다 그리고 여러 면을 가진(Discontinuity) .

폴리곤에 대해서 현상과 회전 변동Rubber Sheet

현상이 발생한다 즉 회전 불(Rotational Variation) .

변 한 매핑에 대해서만(Rotational Invariation) Affine

선형보간이 올바르게 적용된다 차원 장면을 만들. 3

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근투영기법을 사용하

게 되므로 스크린 공간에서 객체공간 매개변수를 선

형보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종 삼각분할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Triangulation)

다 새로운 꼭지점에서의 매개변수값을 객체 공간에.

서 선형보간하는 방법으로 즉 하나의 폴리곤을 여,

러 개의 작은 폴리곤으로 분할하여 실제 폴리곤에

근사 시키는 방법인 폴리곤 세분(Approximation)

도 있으나 이는 폴리곤의 수(Polygon Subdivision)

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 픽셀처리속도를 감소시키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그림[ 1 기본적인 텍스쳐 매핑에 필요한 좌표계]

들간의 상호연관성.

유리선형보간법4.4 (Rational Linear Interpolation)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선형

보간법이 제시되었다 그림 은 기본적인 텍스[5]. [ 1]

쳐 매핑에 필요한 좌표계들간의 상호연관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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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여기서 객체 공간은 객체 공간과. -Affine

매핑을 통하여 변환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Affine

다 스크린 공간은 스크린 공간과 매. -Affine Affine

핑을 통하여 변환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미.

말했듯이 객체 공간과 스크린 공간은 원근투영매핑

을 통하여 변환된다.

만일 매개변수들이 객체 공간과 하고Affine ,

w=1인 조건을 가지고 객체 공간의 점을 변환함으

로써 동치 스크린 좌표를 계산한다면 동치 매개변,

수 벡터 (
r1
w
,⋅⋅⋅, rn

w
,
1
w
)가 스크린 공간에

한다 따라서 이 벡터는 스크린 공간에서 선Affine .

형보간법에 의해 보간될 수 있다 그림[ 1].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은 지오메트리 단계에서와

같은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 점에서 각 매

개변수를 w로 나누고,
1
w
과 함께 다른 매개변수를

보간변수리스트에 부가한다. n개의 매개변수를 계산

하기 위해 꼭지점 당, n+1번의 나눗셈을 수행하고

n+1개의 변수가 보간되어져야 한다 각 매개변수를.

계산하기 위해 각 픽셀 당 보간된
1
w
로 n개의 보

간된 동치 매개변수를 나누어 준다.

ri(x,y)=
ri(x,y)/w(x,y)

1/w(x,y)
=
a ix+b iy+c i
Ax+By+C

대부분의 연산처리기에서 n번의 나눗셈을 수행

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은 제수의 역수를 계산한 다

음, n번의 곱셈을 해주는 방법이다 만일. w의 값이

모든 꼭지점에 대해 동일하다면 매개변수들이 폴리,

곤에 대해 스크린 하다 따라서 각 픽셀에 대-Affine .

한 나눗셈을 피할 수 있다.

유리선형보간법에 의한 렌더링 알고리즘4.5

다음은 유리선형보간 알고리즘이다[12].

폴리곤의 각 꼭지점과 연관된⑴ n개의 매개변

수 (r1,r2,⋅⋅⋅,rn)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연계시킨

다.

각 꼭지점에 대해 객체 스크린 행렬을, 4×4 -⑵

이용하여 객체 공간좌표를 동치 스크린 공간좌표

(xw,yw,zw,w)로 변환한다.

시각 절단체의 여섯 면 각각에 대한 평면방정⑶

식으로 폴리곤을 클리핑하고 새로 만들어진 꼭지점,

의 모든 매개변수를 선형보간한다.

각 꼭지점에 대해 변수리스트,⑷

(x,y,z,r1/w,r2/w,⋅⋅⋅,rn/w,1/w)를 만들기 위해

동치 스크린좌표와 매개변수 r i 그리고 을, 1 w로

나누어준다.

각 픽셀에 음영을 입히기 위해⑸ n개의 매개변

수 각각에 대해
r i/w

1/w
을 수행한 다음 그 값들을 선

형보간함으로써 스크린 공간에서 주사변환한다.

이 알고리즘의 의 단계는 선형보간 알고리⑴～⑶

즘과 동일하다 그러나 나머지 두 단계에서는 원근.

투영 폴리곤의 처리를 위해 원근제법(Perspective

을 수행한다Division) .

렌더링 시스템5.

그림[ 2 시스템 모델]

그림 는 에서 제안한 시스템 모델로써 본[ 2] [9] ,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시스템 모델이

다 이는 기존의 차원 그래픽 가속기에서와 달리. 3

기하학 연산과정을 완전히 와 분리하여 별도의CPU

그래픽 칩 내에 삽입함으로써 의 기하학 연산에CPU

따른 짐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래스터라이징 유닛.

과 프레임버퍼 유닛을 단일 칩으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텍스쳐 매핑을 위해 별도로 텍스쳐 매핑 유닛

을 두었는데 이는 방대한 텍스쳐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것이다.

에서 제안한 시스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9]

다 폴리곤 처리과정이 기하학 처리과정에 있기 때.

문에 래스터라이저 프레임버퍼 유닛사이의 데이터의-

전송되는 양이 폴리곤 처리과정이 래스터라이징 유

닛의 상단에 놓이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

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텍스쳐 범프 매. /

핑 주소생성 로직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클 것을 예

상하여 에지 프로세서 당 하나씩 구성되어있다는 것

인데 이는 텍스쳐 매핑 수행 시 스팬 처리를 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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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큰 문.

제는 원근투영 매핑 시의 왜곡현상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3 래스터라이징 흐름도]

본 시스템은 폴리곤 처리를 위한 셋업 의(Setup)

과정을 기하학 처리 유닛에서 래스터라이징 유닛의

상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기하학 처리 유닛과[12].

래스터라이징 유닛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역폭 문제

를 해결하였다 또한 원근투영 폴리곤에 따른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스팬 처리 과정에서 원근제법

을 수행하였다 원근제법은.
1
w
의 값을 구하기 위한

역수 검색 테이블과 이 값을 각 매개변수에 곱하기

위한 곱셈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에서 제안. [9]

하였던 것과는 달리 텍스쳐 데이터의 주소생성을,

위한 데이터패스와 주사변환 처리과정을 위한 데이

터패스를 분리하지 않고 공통된 부분을 서로 오버랩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

그림[ 4 래스터라이저와 프레임버퍼의 구조]

그림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래스터라이저[ 4] -

프레임버퍼의 구조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구조는 하.

나의 폴리곤 처리유닛과 개의 에지 처리유닛으로4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프레임버퍼 메모리를 개의, 16

뱅크로 인터리빙 하였으며 각 뱅크마다(Interleaving) ,

하나의 스팬 처리유닛과 앤티앨리어싱 픽셀업데이트/

유닛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스팬 처리 유닛에서는.

원근을 고려한 나눗셈을 처리해 줌으로써 생성될 이

미지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림[ 5 텍스쳐 매핑 유닛]

텍스쳐 매핑에는 많은 텍스쳐 메모리를 요구한

다 이를 적은 대역폭을 가진 오프칩 메모리로 구성.

한다면 이에 대한 접근에 따른 지연은 차원 그래, 3

픽 처리에 상당한 장애를 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쳐 매핑 처리를 위한 로직과 텍

스쳐 메모리를 프로세서 메모리 집적 방식을 이용하-

여 하나의 칩에 구성하였다 그림[ 5].

이 유닛은 텍스쳐의 주소와 각 레벨을 결정하는

제어 유닛 밉(Address and Control Unit), Trilinear

매핑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 뱅크로 구성된 텍스- 8

쳐 데이터 메모리 텍스쳐 데이터를 보간하기 위한,

보간 유닛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Trilinear [10].

보간은 텍스쳐 데이터의 계산 속도를 향상Trilinear

시키기 위하여 두 개가 보간 유닛과 하나의Bilinear

선형보간 유닛을 사용하였다[11].

결론 및 향후 계획6.

본 논문에서는 주사변환 과정과 텍스쳐 매핑과정

에서의 공통되는 부분인 스크린 좌표 스크린 매개,

변수 텍스쳐 좌표의 보간 과정을 오버랩시킴으로써,

래스터라이징 과정을 최적화하였으며 원근투영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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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곤의 처리에 따른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근제법처리를 스팬 처리 유닛 내에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세서 메모리 집적 방식을 이용하여 래스터-

라이징 과정과 프레임버퍼 사이의 대역폭 문제를 해

결하였으며 방대한 메모리를 요구하는 텍스쳐 매핑,

유닛을 하나의 칩으로 분리하여 텍스쳐 매핑 시에

발생하는 메모리 지연현상 및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

였다.

현재 설계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차원 객체의 구, 3

체적인 표현 기법인 범프 매핑이나 환경 매핑 더,

나아가 퐁 쉐이딩을 지원하는 고성능의 렌더링 시스

템을 설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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