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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한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초음파 어
레이의 각 초음파 센서의 구동 신호의 지연을 통한 초음파 어레
이의 집속 제어를 실현한다.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로 구현된 구동 신호 지연 로직을 사용하여 초음
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에서 계산된 값을 정량화하여 초음파 초
점 제어를 구현한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의 촉각 구현으 확인하였다.
Abstract

1. 서

론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은 초음파 구동 신호 지연 로직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초음파를 한 점으로 집속시켜 촉각 영역을
만든다.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해서는 수십 개 이상의 초음파
어레이가 필요하며, 초음파 어레이의 각 초음파의 구동 신호 지
연 값을 계산하여 정량화한 값을 초음파 어레이에 적용하여 초
음파 집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초음파 촉각을 구현한다.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해 초음파 구동 신호 변조 방법과 구동
신호 지연 로직을 사용한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2. 본

을 사용하여 40kHz의 구형파를 생성한다. 생성된 40kHz 구형파
는 MCU의 Timer 기능을 사용하여 200Hz 주기로 펄스 폭 변조
를 실행한다.
×
   sin  ×    

<식 1> 펄스 폭 도출식

펄스 폭 변조시 40kH 구형파의 펄스 폭 도출식은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에서 I는 200Hz 주기의 인덱스이며, A는 진폭
배율, B는 진폭오프셋이다.

론
<그림 2> 구동 신호 펄스 폭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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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각 구현은 구동 신호의 PWM 펄스 폭 변조와 변조신호의 주
파수에 따라서 다양한 질감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는 200Hz 변조 신호에서 0%에서 50%까지의 PWM 펄스 폭 변
조를 사용하였다.
2.3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해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은 촉감
구현 영역에 초음파 어레이의 각 초음파 센서의 구동 신호 지연
값을 산출하고 구동 신호 지연 로직에 따라 정량화하는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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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구동 신호 펄스 폭 변조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해선 초음파 구동 신호는 펄스 폭 변조
가 필요하다. 초음파 구동 신호는 보통 40kHz의 대역폭을 사용
하는데, 이는 인간이 느낄 수 없기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1Hz
에서 1000Hz사이의 주파수와 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MCU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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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 좌표계

초음파 센서의 구동 신호 지연 값을 산출하기 위해 초음파 어
레이는 그림 3과 같이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 좌표계로 나
타낼 수 있다. 각 초음파 센서는 집속해야 하는 위치로부터의
도달 시간을 계산한다. 식 2는 초음파 센서의 집속점까지의 도
달 시간을 나타낸다.
           

  

<식 2> 초음파 센서의 집속점까지의 도달 시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초점 제어 알고리즘에서 계산하고 정량
화된 값을 구동 신호 지연 로직에 적용하여 초음파 초점 구현하
는 방법과 구동 신호의 펄스 폭 변조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초음파 어레이의 집속을 실현하여 초음파 촉감
을 구현하였다. 간단한 구조의 알고리즘으로 초음파 촉각을 구
현하였으며, 이는 초점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MCU의 자원
을 적게 소모하므로 시스템 설계 시 공간적 및 비용적 이점을
갖게 된다.

모든 초음파 센서에 대해 집속점까지의 도달 시간을 계산하여
구하고, 계산된 값은 구동 신호 지연 로직에 따른 정량화작업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CPLD로 설계된 구동 신호 지연 로직
을 사용하였으며, 40kHz 대역폭의 64체배된 값인 2.56Mhz로 나
누어주어 정량화를 진행한다. 정량화된 계산 값을 다시 구동 신
호 지연 보드로 입력하여 초음파를 구동시켜 초음파 촉각을 구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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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음파 초점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앞서
CPLD 및 MCU 구동 보드와 8x8 크기의 초음파 어레이 구동보
드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작한 초음파
촉각 구현을 위한 구동 신호 지연 로직 보드와 초음파 어레이
보드이다.

<그림 4> 초음파 촉각 모듈

초음파 초점 알고리즘의 실험은 초음파 초점 위치를 바꿔가며
초음파 촉각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림 5는 초음파 초첨에 따른
집속 변화를 물체를 띄워 시각적으로 확인하였고, 표 1은 구동
신호의 펄스 폭 변조에 따른 초음파 집속점의 촉감 변화를 보여
준다.

<그림 5> 초음파 초점에 따른 집속 변화

변조신호 주파수
100Hz
200Hz
300Hz

촉각 강도(0-5)
1
5
3

<표 1> 구동 신호의 펄스 폭 변조에 따른 촉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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