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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로봇 기술은 산업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의료, 가정,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및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팔과 유사한 형태의 산업

용 로봇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와 시설을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

력을 대체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로봇이 보다 세밀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힘-토크 센서가 사용되거나 힘 반향 제어

와 같은 고급 제어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가라는 문제점 또는 외부 자극 측정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비정형 

물체를 다루는 업무에는 로봇의 사용이 쉽지가 

않다. 가정환경에서의 서비스 로봇은 특히나 사람

과 같은 공간 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

의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서도 특히 촉각은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묘사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 기술로서, 외부 환경과

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상호작용

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시각과 청각과 더불어 

촉각 센서의 접촉을 통한 정보의 수용은 로봇의 

안전성, 고성능화 및 지능화에 있어 필수적인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촉각센서를 활용하는데 있어 발생하

는 외란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다. 즉, 신호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은 센서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아

날로그 회로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처리 과정을 

거치고, 메인제어기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처리 과

정을 거치도록 구성된다.

2. 아날로그 신호처리 회로 설계

아날로그 신호처리를 위한 전체적인 아날로그 

회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센서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 출력되는 전류값을 I/V 변환 회로를 통하여 

전압값으로 변환해 주고, 증폭회로를 통하여 증폭

시켜 준다. 최종적으로 필터 회로를 통하여 차단 

주파수를 설정 및 노이즈를 제거해준다. 각 회로의 

Gain값들은 각각 가변 저항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스마트 퓨전을 이용하여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각센서는 Flexiforce 
사의 A201를 사용했다. 센서의 특성은 가해주는 

힘의 크기에 따라 센서의 저항값이 변하는 것으로 

결국 센서를 거쳐 출력되는 전류값이 신호처리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Fig. 1 Structure of analog signal processing circuit 

Fig. 2 I/V Convert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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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X295

2.1 I/V 변환기

Fig.2와 같이 구성된 I/V 변환기는 미약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회로로써 여기서 사용한 OP-amp는 

MICROCHIP사의 MCP6004 칩이다. 실험에 사용

된 센서가 가해지는 힘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특성을 보이므로 I/V 변환기를 통하여 저항값에 

따라 출력되는 미약한 전류를 전압으로 출력시켜 

주는 것이다. 전류/전압 변환 외에도 노이즈를 완화

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전압으로 센서값을 

받을 경우 입력전원으로부터 노이즈가 같이 들어

오게 된다. 따라서 노이즈를 고려하여 센서값으로 

전압을 바로 사용하기 보다는 I/V 변환 회로를 통하

여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여 센서값을 받음으로

써 입력전원의 노이즈를 보다 완화 시켜 준다.

2,2 저역 통과 필터

I/V 변환 및 증폭을 거친 후, 메인제어기로 센서

값이 입력되기 전에 필터 회로를 통하여 노이즈를 

걸러줘야 한다. 필터는 저역 통과로 제작하였고, 
여기에 사용된 칩은 MAXIM사의 MAX295 칩이다. 
이 칩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필터 설계가 가능한데,  
저항과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필터를 설계하는 일

반적인 방법이 있고,  Fig. 3의 MAX295 칩 1번 

핀에 클럭을 입력하여 필터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입력되는 클럭의 주파수에 따라 차단 주파수

가 형성되어 MAX295가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 회로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 일단 필터는 

100kHz의 차단 주파수를 가지게 설정이 되어 있으

며, 센서에 맞게 추가적인 조절이 필요로 한다.

3. 디지털 신호처리

앞선 아날로그 신호처리 과정을 마친 후, 센서의 

측정값은 메인제어기로 전달되어 설정해준 표본

화 주기, 양자화 시간에 따라 아날로그 신호의 A/D 
변환을 수행한다. A/D 변환을 통하여 디지털 신호

로 변환된 센서 측정값은 디지털 필터를 통하여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설계한 디지털 

필터는 FFT 필터로 노이즈 제거에 적합한 Window 
function을 선택하여 FFT, 역FFT 변환을 거침으로 

노이즈를 없애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FFT
는 실시간 데이터에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필터 설계가 필요로 하다.

4. 결론

본 논문은 산업,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촉각센서의 출력값을 신호처리 

해주기 위한 신호처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다. 
촉각센서에서 출력되는 미세한 전류를 측정 가능

하도록 I/V 변환기 회로를 설계하였고, 이를 증폭해

주기 위한 증폭회로, 전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한 필터 회로를 설계하였다. 
하지만, 각 회로들의 Gain값이 면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센서에 적합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로 한다. 또한 메인 제어기를 통한 

A/D 변환 및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센서 출력값의 

디지털 필터링을 위한 디지털 필터를 설계 등의 

디지털 신호처리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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