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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 요한 요소인 비 과 모션 컨트롤러를 통합한 솔루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솔루션은 비  처리와 모션 컨트롤을 네트워크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모듈에 투 칩 솔루션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확장형 로세싱 랫폼인 Zynq-7000을 이용한 비   

모션 제어기를 통합한 원 칩 솔루션을 구 하 다. 한 모션 컨트롤은 제어의 실시간이 보장되면서 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방형 표  이더넷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용 이더넷 로토콜인 EtherCAT을 

용하 다.

ABSTRACT

Recently the solution integrated of vision and motion controller which are important element in automatiomn system has been 

many developed. However typically such a solutions has a many case that integrated vision processing and motion control into 

network or organized two chip solution on one module.

We implement one chip solution integrated into vision and motion controller using Zynq-7000 that is developed recently as 

extended processing platform. We also apply EtherCAT to motion control that is industrial Ethernet protocol which have 

compatibility for open standardization Ethernet in order to control of motion because EtherCAT has a secure to realtime control 

and can treat mass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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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신 모션 제어 제품의 특징은 모션 제어와 네트워

크 기술의 통합이다. 고속 이더넷 통신 기반의 제어 

솔루션들이 기존의 이블 방식용 모션 제어 제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 요한 요소인 비  처

리와 모션 제어를 네트워크 기반이나 하나의 모듈로 

통합하여 기존 자동화 시스템 보다 정 도  정확도

가 증가하고, 빠른 처리 능력  비  검사와 처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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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가 가능한 이 이 있다. 한 

비  카메라 한 기가비트 역의 이더넷 방식을 사

용하여 상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비 과 모션은 각각 독

립 으로 구성되어 시스템이 복잡하고, 부피가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고성능의 FPGA 기반으로 비 과 모션을 통합한 

모듈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 7-13]. 

한 단순히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된 비 과 모션 을 

통합한 솔루션은 체 인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지며, 

이를 하나의 모듈에 통합한 경우는 부분 상 처리

를 한 FPGA와 고성능의 모션 제어를 해 제어 

로세서를 추가한 형태로 구성된 투 칩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문제 이 있다. FPGA 칩에 내장되는 마이

크로 컨트롤러로는 제어 성능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FPGA 칩

의 생산업체인 자일링스(xilinx)사와 알테라(Altera)사

에서는 FPGA와 고성능의 CPU를 탑재한 확장형 

로세싱 랫폼을 개발하여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일링스사의 확장형 로세싱 랫

폼인 Zynq-7000을 이용한 비   모션 컨트롤러 통

합한 원 칩 솔루션을 구 하 다[2]. 한 기존의 연

구를 바탕으로 모션 제어를 해 제어의 실시간이 보

장되면서 향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방형 표

 이더넷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용 이더넷 로

토콜인 이더캣(EtherCAT)을 용한 통합 시스템을 

구 하 다[3-6].

Ⅱ. 본 론

2.1 ZynqTM-7000

자일링스에서 확장형 로세싱 랫폼인 Zynq- 

7000 제품군을 발표하 다. 이 제품군은 비디오 감시, 

오토모티  드라이버 지원, 공장 자동화와 같은 시장

을 타깃으로 한 하이엔드 임베디드 어 리 이션에서 

요구되는 수 의 로세싱  연산 성능을 발휘하도

록 개발되었다. 

ARM® Cortex-A9 로세서 기반 시스템을 28나

노 력 로그래머블 로직에 통합함으로써 시스템 

디자이 와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자가 자신들의 

시스템을 맞춤화, 최 화,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은 Zynq-70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 Zynq-7000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Zynq-7000 

Zynq-7000의 가장 큰 특징은 로세싱 시스템(PS : 

Processing System)과 로그래머블 로직(PL : Pro-

grammable Logic)이 하드웨어 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으로, PL 은 확장성을 해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FPGA는 로그래머블 로직에 마이크로블래이즈와 같

은 MCU를 구성하여 사용하여, 로그래머블 로직이 

구성된 후에야 소 트웨어가 실행되는 것과 MCU의 성

능이 떨어지는 단 이 있었다. 한 이미지 처리를 

한 NEON과 더블 정  부동소수  유닛이 하드 와이어

로 통합되어 있으며, L1  L2 캐시,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공통 으로 사용되는 주변장치를 포함하고 있

다. PS블럭과 PL 블록을 연결하는 것은 AMBA4의 

AXI 인터커넥트를 이용하여 낮은 력에서도 멀티기바

비트 데이터 송을 가능하게 한다.

Zynq-7000을 이용한 개발 차는 기존의 FPGA의 

거의 흡사하다. XPS와 PlanAhead 는 ISE 개발 툴

을 이용해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SDK 개발 툴을 이

용해 소 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 그림 2는 Zynq- 

7000의 개발 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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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Zynq-7000의 개발 차
Fig. 2 Development procedure of Zynq-7000

2.2 비   모션 컨트롤러 통합 모듈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비   모션 컨트롤러를 통합한 모

듈을 Robot Mind Controller(R1_Controller)라 부르며, 

기본 으로 원을 공 해주는 Power Management 

Module과 Zynq를 탑재해 고성능 비  처리  다축 

모션제어를 수행하는 모듈인 Vision Motion Module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확장을 한 External Pro-

cessing Module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목할 수 있도

록 Network Management Module이 있다. 그림 3은 

Robot Mind Controller의 구성에 한 것이다. 

그림 3. Robot Mind Controller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Robot mind controller

그림 4는 R1_Controller의 상 처리와 모션 컨트

롤 기능 구성을 나타낸 그림으로 기가빗 이더넷 카메

라의 상을 처리한 후 바로 모션 컨트롤을 수행하게 

된다. 모터 제어 자체는 각각의 모터 드라이 가 수행

하지만 이를 통합한 모션 컨트롤을 R1_Controller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R1_Controller의 기능 구성도
Fig. 4 Block diagram of function of R1_Controller

그림 5는 R1_Controller의 하드웨어 블록 구조도로 

Zynq-7020 EPP를 심으로, 부   어 리 이션 데

이터 정보를 장하기 한 DDR3 Memory, Flash 

Memory, SD Memory Card 등의 휘발성/비휘발성 메

모리, 비   모션 통신을 한 100~1000Mbps 이더넷, 

비디오 신호의 디스 이를 한 HDMI Codec, 각종 

설정을 한 인터페이스인 USB Serial, GPIO 기능을 

담당하는 Switch  LED, 신호 확장  모듈 결합을 

한 Extension Port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림 5. R1_Controller 하드웨어 블록 구조
Fig. 5 Hardware block structure of R1_Controller 

2.3 비   모션 컨트롤러 통합 모듈의 구

설계를 바탕으로 구 된 R1_Controller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PCB Artwork는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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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1_Controller의 PCB Artwork
Fig. 6 PCB artwork of R1_Controller

완성된 R1_Controller의 모습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구 된 R1_Controller 모듈
Fig. 7 Implemented R1_Controller module

그림 8은 ISE를 이용한 Zynq 하드웨어 구 에 한 

내용이다. 모션 컨트롤을 한 100Mbps 이더넷을 구성

하기 해 AXI Ethernet Lite를 추가하 으며, 기본 으

로 모니터링을 한 UART1과 기가빗 이더넷인 Enet0

을 연결하 으며,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외부에 

장착된 DDR2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8. ISE를 이용한 Zynq 하드웨어 구
Fig. 8 Hardware implementation of Zynq using ISE

2.4 소 트웨어 구

모션 컨트롤에 EtherCAT 통신을 용하기 해서

는 EtherCAT 마스터가 필요하다. EtherCAT 마스터는 

운 체제상에서 소 트웨어로 구 되며 일반 네트워크 

카드를 제외한 추가 인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 본 논

문에서는 EtherCAT 마스터를 구 하기 해 임베디드 

리 스를 R1_Controller에 용하 다. 표 1에 R1_ 

Controller 에 용된 소 트웨어 구성을 나타내었다. 

구  소 트웨어 구성

임베디드 리 스 

1. U-Boot

2. Linux Kernel

3. Device tree

4. Root File System

응용 소 트웨어

1. Server [얼굴인식]

2. 네트워크 카메라 상 데이

터 수신

3. EtherCAT Master

표 1. 소 트웨어 구성
Table 1. Confoguration of software 

그림 9는 R1_Controller에 용된 임베디드 리 스의 

부  로그이다. U-boot 이미지는 Zynq의 래시 메모

리에 탑재되어 있으며, 커  이미지인 zImage와 루트 

일 시스템은 SD 메모리 카드에 탑재되어 있다. 

그림 9. 임베디드 리 스 부  로그
Fig. 9 Embedded Linux bootin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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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작 테스트

구 된 R1_Controller의 기능을 평가하기 해 그

림 10과 같이 기가빗 이더넷 포트에 네트워크 카메라

를 연결하고, 모션 컨트롤을 해 EtherCAT 기반 모

터 드라이  5축을 100Mbps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

다. 동작 순서는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상 데이터

를 수신하고 이를 TCP/IP 통신을 통해 서버로 송

한다. 서버에서는 수신된 상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다시 R1_Controller에 송하고, 

R1_Controller는 수신된 얼굴 인식 수에 따라 5축 모

터 구동에 한 모션 제어 명령을 구성하여, 각 모터 

드라이 에 명령을 달하도록 구성하 다. 본 테스트

는 R1_Controller가 비  처리와 모션 컨트롤을 동시

에 수행하기 한 테스트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 소

트웨어가 구 되지 않아 네트워크 기능에 한 테스

트만 수행하 다. 

그림 10. 테스트 베드 구성도
Fig. 10 Configuration of testbed

실제 구성된 테스트 베드는 그림 11과 같다. 테스

트 수행 결과 카메라로부터 받은 상을 서버로 송

하여 서버의 모니터에 나타나며, 서버에서 얼굴 인식

한 결과를 다시 R1_Controller에 송하여 모션 제어

를 수행하는 모습이다. R1_Controller의 동작 상태는 

Zynq의 UART1에 연결된 시리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실제 구성된 테스트 베드
Fig. 11 Testbed organized by real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ynq-7000을 이용해 비   모션 

컨트롤을 통합한 모듈인 R1_Controller를 구 하 다. 

아직 구 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성능 테스트를 하

지 못했지만, 원 칩 솔루션으로 비 과 모션 컨트롤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복잡한 시스템 구성을 간단

히 할 수 있으며, 원가 감을 기 할 수 있어, 자동

화 시스템, 로  분야 등 다양한 어 리 이션에 활용

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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