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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한 구동 신
호의 지연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초음파 어레이의 각
초음파 센서의 구동 신호의 지연을 통한 초음파 어레이의 집속
제어를 실현한다.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
를 사용하여 시프트 레지스터와 멀티플렉서의 로직을 설계하여
초음파 어레이의 구동 신호의 지연 제어를 구현한다. 실험을 통
해 시프트 레지스터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초음파 어레이의
집속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1. 서

론

초음파 촉각 구현은 여러 개의 초음파를 한 점으로 집속시켜
촉각이 발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십 개 이상의 초음파 어레이가 필요하며, 각 초음
파 센서의 위상과 진폭을 제어하여 원하는 위치에 여러 개의 초
음파가 집속 될 수 있도록 한다.
각 초음파 센서의 위상을 효율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연 회로, 카운터 사용 등의 방법이 있는데 지연 회로 방법은
유연성이 떨어지며, 하드웨어 시스템 부하가 증가하고 높은 비
용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으며, 카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초음
파 어레이의 초음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리소스도 커져 요구 메모리도 커지는 단점이 있다. 상술한 단점
을 해결 하기 위해 시프트 레지스터와 멀티플렉서의 로직을
CPLD로 구현하여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한 구동 신호의 지연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
와 멀티플렉서를 CPLD로 구현하여 시스템 설계 시 공간적 및
비용적으로 이점이 있다.
2. 본

2.2 구동 신호의 지연 제어를 위한 CPLD 로직 설계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해 구동 신호의 신호 지연은 시프트 레
지스터와 멀티플렉서 로직을 설계하여 신호 지연을 실현한다.
그림 2는 CPLD 시스템의 Register Transfer Language를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의 지연 제어는 64-bit 시프트 레지스터와
1:64 멀티플렉서 로직을 설계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정량화된
지연 계산 값을 MCU로부터 가져오기 위하여 FMC Interface
로직을 설계하여 MCU와 데이터 통신을 하였다.

<그림 2> CPLD System – RTL design
2.2.1 시프트 레지스터 로직 설계

시프트 레지스터는 초음파 구동 신호를 입력받고, 래치 신호를
입력받아 지연된 신호를 버퍼에 저정한다. 그리고 구동 신호의
64체배 한 신호를 래치 신호로 사용하여 64-bit 시프트 레지스
터를 설계한다. 구동 신호는 40kHz를 사용하고, 래치 신호는
2.56Mhz를 사용한다. 그림3은 64-bit 시프트 레지스터의
Register Transfer Language를 보여준다.

론

2.1 초음파 집속 원리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해 초음파 어레이의 각 초음파 센서는
촉각을 구현할 위치에 집속해야 한다. 그림 1은 초음파 어레이
의 집속을 보여주며, 각 초음파 센서는 구동 신호의 지연 제어
를 통해 집속이 가능하다.

<그림 3> 64-bit Shift Register – RTL design

버퍼에 저장된 지연 신호는 멀티플렉서를 거쳐 각 초음파 센서
에 정량화된 지연 계산 값에 따라 초음파 센서로 들어가게 된
다.
2.2.2 멀티플렉서 로직 설계

멀티플렉서 로직은 초음파 어레이 개수에 맞추어 1:64 멀티플
렉서로 설계한다. 멀티플렉서는 MCU로부터 정량화된 지연 계
산 값을 입력받아 가장 가까운 지연 신호 버퍼를 선택하여 각
초음파 센서로 보내준다.
2.2.3 시뮬레이션

<그림 1> 초음파 어레이의 집속

20kHz 대역폭 이상의 초음파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기에 촉각
감지를 위해서 구동 신호는 최대 1000Hz의 신호 변조가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의 초음파 구동 신호는 40kHz의 구동 신호에
200Hz의 신호 변조를 통하여 사용한다.

CPLD로 설계한 로직은 ModelSim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4는 64-bit 시프트 레지스터와 1:64 멀티플렉서
로직의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그림5는 저장된 지연된 신호
버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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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PLD Logic Simulation – ModelSim

<그림 5> Delay Buffer - ModelSim

시뮬레이션 결과, 초음파 구동 신호와 래치 클럭에 따라 시프
트 레지스터의 동작이 변함을 확인하였고, 64-bit 시프트 레지스
터 및 1:64 멀티플렉서 로직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2.3 실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동 신호 지연을 위한 CPLD 및
MCU보드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6은 제작된 구동 신호
지연을 위한 보드이다. 실제 CPLD 로직 테스트 결과 시뮬레이
션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을 적용하여 시스템 설계 시 공간적 여유와 저비용으로 설계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음파 어레이의 개수가 증가하여도 전체
시스템의 크기는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 용이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구동 신호 지연을 위한 보드 설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와 멀티플렉서 로직을 설계하여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한 구동 신호의 지연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초음파 어레이의 각 초음파 센서의 구동 신호의
지연 제어를 실현하고 초음파 어레이의 집속을 달성 할 수 있
다. 그리고 추가의 하드웨어나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
어레이의 집속을 위해 CPLD를 사용하여 시프트 레지스터와 멀
티플렉서 로직을 설계하여 시스템 설계 시 공간적 및 비용적 이
점을 갖게 된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구동 신호와 래치 신호를 입력받아, 구동
신호와 래치 신호의 체배비만큼 시간 지연을 시켜 버퍼에 저장
하고, 버퍼에 저장된 신호를 각 초음파 센서에 정량화된 지연
계산값에 따라 구동 신호의 지연 제어를 동시에 시작 할 수 있
어 전체 시스템의 리소스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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