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e geometry stage, which performs the transformation 
and lighting operations of vertices, became the critical part in 
3D graphics pipeline. In this paper, we have planned and 
designed the Geometry Processor for the better and more 
efficient way to process the real-time 3D using the floating 
point unit. We also designed a verification system for Geometry 
engine. It is implemented with Xilinx-Virtex2 and Visual 
C++.NET. In the Synopsis, we confirmed 100 MHz 
performance and 137107 cell area of Geometry Engine. 

 

I. Introduction 
 

2D 그래픽의 세계에서는 면의 세계에 국한된 표현

만이 가능했지만 3D 그래픽의 세계는 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세계를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 표현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되었다. 그 세계는 공간과 거리, 방향, 높이 

그리고 깊이의 세계를 나타내는 현실감이 존재하는 세

계이다. 때문에 3D 그래픽의 응용분야는 거의 무한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3D 그래픽이 일반화됨과 

동시에 실시간 3D 그래픽 기술의 등장으로 그 활용 분

야가 대폭 넓어지게 되었다. [1],[2].  

본 논문에서는 Mobile 시스템에서 더욱 향상된 실

시간 3D 가속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Geometry 

Engine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II. Geometry Engine 
 

2-1. Geometry 처리 과정  
Geometry Engine 은 점에 대한 좌표의 정보, 좌표의 

Normal Vector, 색깔 정보와 연산을 위한 파라메터들을 

입력 받으면서 시작된다. Geometry Engine 은 이들 입력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객체들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 

Engine 이다. Geometry Engine 은 그림 1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크게 Transformation 부분과 Lighting 부분으

로 분류할 수 있다. Transformation 부분에서는 모델/시야 

변환, 투영, 클리핑, 화면 매핑으로 다시 분류가 되며 

Lighting 부분은 실제 빛 처리를 하기 전에 빛 처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계산 하는 부분과 실제 빛 처리 

수식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분류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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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Graphic Geometry 처리과정 

 

2-2. Geometry 처리에 필요한 연산기 

Geometry 단계에서 사용되는 입력데이터는 대부분

이 Floating Point 형식이며 Translation 과 Lighting 을 처

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 외에 더 복잡한 

연산들이 요구된다.  

Transformation 과정에서는 모델의 좌표를 변환하는 

과정으로서 4*4 행렬과 4*1 행렬의 곱셈 연산이 주를 

이루게 된다. 행렬의 곱셈 과정은 덧셈기와 곱셈기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View Volume 안에 있는지의 여부

를 검사하는 비교연산, perspective projection 시 모델의 

좌표 동차화 과정에서 역수기가 필요하게 된다. Lighting 

과정은 Transformation 과정보다 더 복잡한 연산을 요구

한다. Transformation 과정과 마찬가지로 덧셈, 곱셈기가 

주를 이루며, Distance 과정에서 역수기가 추가로 필요하

다. 역제곱근은 빛 처리에서 계산된 벡터들을 단위벡터

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멱승기

는 집중 조명광 계산과 정반사 성분 계산에 필요하게 

된다. .[5],[6] ,[7],[8],[9] 

본 논문에서는 Mobile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IEEE-754 표준에 32 bit floating point format을 24 bit 

형식으로 수정하였고, Lighting 과정에서 쓰이는 0~1 사

이의 값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부 데이터들은 16 bit Fixed 

Point Format으로 구성하였다.  

 

2-3. Geometry Engine Architecture  

Geometry Engine은 Hardwired decoder 구조로 설계되

었다. Hardwired 구조의 특징은 명령어 없이 입력이 들

어가면 바로 출력이 나오는 구조이다. 명령어 중심의 

프로세서보다는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명령어 구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Load/Store 과정이 없게 되고 중간 

저장공간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로직만을 실행할 수밖에 없지만 빠르고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eometry Engine에

서 Transformation 부분이나 Lighting 부분이나 똑같은 

패턴의 연산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용해 Hardwired 구조

를 채택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2 는 Hardwired 구조로 

만들어진 Geometry Engine의 데이터 흐름도이다.  

 

 
그림 2  Data Flow of Geometry Processor 

 

Geometry Engine 은 Enable 신호와 함께 Input 

Register 에 담겨 있던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작하

게 된다. Pipeline 구조에 따라 올바른 Output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점에 Enable 신호도 함께 나오게 되어 Enable 

신호가 Output Register에 Write 신호가 된다.  

 

2-4. Synthesis Result of Geometry Engine 

설계된 Geometry Engine 의 Size 를 알기 위해 

Magnachips 0.35 공정에서 합성하였다. Clock 주기는 100 

MHz로 설정하였다. 아래 표 1은 Geometry Engine에 사

용된 연산기들과 Geometry Engine 의 전체 구조에 대한 

총 Total Area의 크기이다. 

 

표 1  Synthesis Result of Geometry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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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Verification System 
 

3-1. Verification System Environment 

 
본 논문에서는 Geometry Engine 을 검증할 수 있는 

Verification System 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Geometry 

Engine 은 verilog HDL 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Mentor 사

의 ModelSim 을 이용하여 회로기능을 확인한 후, 

Dynalith의 iProve Vertex2 Xilinx 300만 게이트에 porting 

한 후 Visual C++.NET 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GUI 시스

템을 구축하여 검증하였다. 

다음 그림 3 는 설계한 Verification 의 기본 환경이

다. 

 

그림 3  Verification System Environment 

 

3-2 Transactor 
 

Visual C++.NET 과 Geometry Engine 을 연결하는 

Transactor 모듈은 iProve 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파트이

다. Visual C++.NET에서 float 변수는 32 bit format을 가

진다. 이에 반해 Geometry Engine 에는 24 bit Floating 

Point format 과 16 bit Fixed Point format 을 가지고 있어 

이를 Transactor에서 변환을 해주는 코드를 사용하였다.  

Transactor Module 은 3 개의 port 와 8K Block RAM

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Geometry Engine에 필요

한 Input들을 Read Port를 통해 Block RAM에 저장하고 

연산을 통해서 나온 Geometry Engine 의 Output 들을 다

시 Block RAM 에 저장하여 Write Port 를 통해 S/W 로 

값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Command Port 는 Read 나 

Write 를 할 Block RAM 의 주소값을 제공해주는 Port 로 

사용하였다.  Transactor 의 Block RAM 이 Geometry 

Engine 의 Data Flow 에서 Input Register 와 Output 

Reigist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 그림 4은 Transactor 모듈이다.  

Block RAM

Address

Command
Port

data

Geometry
Processor

DUT

Read Port
data

Write Portdata

Write

Data

Data

Command

Write

Read

Input
&

Output

 
그림 4  Transactor Module  

 

3-3 GUI System 
 
그래픽의 특성상 파형을 통한 검증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고 Transformation 과정과 Lighting 과정이 현

실세계처럼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GUI system 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Testbench 의 역할을 하게 되는 Visual C++.NET 은 

전체적인 GUI System 구축과 Transactor 의 3 가지 Port

를 컨트롤을 하게 된다.. 다음 함수들이 Transactor 의 3

가지 Port를 컨트롤하는 명령어이다. 

m_iProve.SendCommand(&command,1);  

 //use command port  

m_iProve.Write((float*)matrix16,4); 

//use write port  

m_iProve.Read((float*)matrix16,4); 

. //use read port  

 

32 Bit의 크기를 가지는 commad 변수는 Block RAM

의 address 및 Transactor의 Mode를 설정해준다. Write나 

Read 에는 실제 Write 나 Read 를 할 데이터와 보내줄 

데이터의 개수를 Parameter 로 전달하게 된다. 이 3 가지 

명령어들을 조합하여 Geometry Engine의 Input과 Output

을 컨트롤 하게 된다.  

Visual C++.NET 에서 전체적인 GUI System 과 

Display하게 될 Model을 생성한다  이 생성된 Model에

는 Model 의 좌표값과 RGB 값들이 배열로 정리되어 있

다. 이 좌표값들과 RGB 값들을 Transactor 로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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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Engine 에서 수행되어 Transactor 로 전해져 오

는 좌표값들과 RGB 값들을 받아들여 이 값들을 GUI 

System으로 적용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타이머를 이용해 자동으로 Scaling 과 

Rotation 을 반복하도록 설계했고, Translation 의 경우 사

물의 중점에서 보이는 아이콘을 이동시켜주면 물체도 

따라서 이동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런 과정들 중에서도 

Lighting 과정의 증명을 위해 광원을 한 개 두어 

Transformation 하는 과정에 빛의 명암효과를 보여주도

록 설계하였다. 

다음 그림 5,6 은 Visual C++.NET 을 통해 만든 

Demo 화면이다. 그림 5 는 Translation 만 된 상태를 캡

쳐하였고, 그림 6 에서는 Scaling 값이 크고 Rotation 된 

상태의 캡쳐 화면이다. 

 

그림 5 결과 화면(1) 

 
그림 6  결과화면(2)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설계된 Geometry Engine 을 검증하

기 위한 Verification System 을 구축하였다. 검증하기 

위한 Geometry Engine 은 부동소수점 기반 24 비트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Hardwired 

구조를 채택하였다. 제작된 검증시스템은 Visual 

C++.NET 환경으로 설계된 Geometry Engine을 효과적으

로 검증하였다. 

 

* 본 논문은 IT-SOC 사업단의 지원과 IDEC 장비를 활

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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