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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 시스템은 인간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역

할로 산업의 여러 방면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

고 있다. 1950년대에서부터 국방, 우주, 해양탐사 

등의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되었으나 1980년도 이

후부터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산업용 로봇의 필요

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새의 날갯짓을 모방하여 비행하는 스마트버드, 인
간과 같이 2족 보행을 하는 로봇[1] 등 다양한 형태

와 상황에 맞게 개발 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와 상황에 맞는 로봇 제어 기술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정밀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사용해야 

한다. MCU, DSP를 이용하면 펌웨어 수행에 의한 

시간지연이 발생하는데[2] 반해 FPGA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로직을 구현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제어

기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FPGA 시스템을 적용하여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구축, 
FPGA를 이용한 로직설계, FPGA 보드 설계를 통해 

정밀한 제어기를 설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시스템의 구성

 로봇 제어기의 구성은 로봇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로직이 탑재된 FPGA 보드와 AC Servo Pack을 사용

하여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제어방법은 

PC로부터 지령을 받아 FPGA에서 모터구동 펄스

출력으로 AC Servo Pack에서 이를 수행하여 각 

관절을 제어하게 된다. 전체 시스템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Configuration of the overall System

2.1 로봇 구조
 본 논문에서 사용된 로봇은 6 자유도를 가진 수직 

다관절 로봇으로 구조는 Fig. 2과 같다.

Fig. 2 Joint Structure of 6 Axes Robot.

  2.2 제어기 구조

 로봇 제어하기 위해서 각축별 인터페이스 보드를 

사용하여 총 6개의 FPGA 보드를 연결하도록 하였

고 FPGA 는 네트워크 통신 장치, 펄스 발생기, 
엔코더  로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확장 보드를 사용

하여 AC Servo Pack 과 연결된다. PC에서는 응용프

로그램으로 제작한 GUI로 위치제어를 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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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은 로봇과 각축별 제어기를 연결한 통합된 

실험환경을 나타낸다.

       

Fig. 3 Robot Integration Test Environment

3.  제어기 설계

FPGA보드의 모터제어 방식은 펄스 방식을 사용

하였다. 모터 속도 제어의 경우 펄스폭에 따라 속도 

가변이 가능하고 위치의 경우 펄스 개수에 의해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관절의 실제 각도는 엔코더 

값을 피드백 받아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 
제어기에 사용한 펄스 발생기는 Verilog를 이용

하여 아래의 구조처럼 설계하였으며 Fig. 4는 펄스 

발생기의 내부 구조이다.

Fig. 4  Block Diagram Pulse Generator.

 Fig. 5는 펄스 발생기의 128KHz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Fig. 5 Simulation of Pulse Generator.

Fig. 6은 128KHz 모터구동 펄스 출력실호를 오실

로스코프로 측정한 실제 결과이다. 

Fig. 6 Measurement of Pulse Generator.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FPGA 기반에서 수직 다관절 로

봇 제어기를 설계하고 이를 PC와 FPGA 모듈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로봇의 각축별 지령을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로봇구동을 위해 

FPGA를 이용하여 Hardwired된 구동로직을 설계하

여 로봇구동시험을 하였다. 
DSP 또는 MCU를 이용한 로봇구동의 경우 프로

세서 처리속도에 종속적이므로 절대적인 연산시

간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

기 위해 FPGA를 이용하여 고속연산처리를 위한 

부분은 로직 처리하여 효과적으로 로봇구동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추후 FPGA기반에서 로봇의 

기구학/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IP화하여 실제 소프

트웨어적인 연산처리시간을 최소화하여 로직처리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여 알고리즘 연산처리를 위

한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고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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