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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 Touch Solution

CONTROLLER

CONTROLLER

MC1509 High Resolution Force Controller

Snowboard Force Touch HDK

MC1509 포스 컨트롤러는 저항 방식 매트릭스 멀티터치 센서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MC1509 포스 컨트롤러는 최신의 포스
멀티터치 기술을 활용해 매트릭스 센서 상의 여러 지점에 가해지는 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보드는 아두이노레오나르도 호환보드이며 포스센싱과 정전용량
터치 센싱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HDK (Hardware Development
Kit)입니다. 스노우보드는 포스터치와 정전용량 터치 디바이스를
아두이노 개발 환경 내에서 손쉽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Feature

□ Applications

□ Feature

2,304 (48x48) 센서 노드 측정 지원
뮤츄얼 신호 측정 (트루 멀티 터치)
내장 노이즈 검출 및 필터링
측정 속도 20 Hz
포스 측정 디지털 해상도 8 비트
고스트 터치 없음 (트루 멀티 터치)
48RX X 48TX 저항 방식 매트릭스 센서 지원
USB Powered (5V) – 외부 전원 불필요
통신 방식: USB
데이터: 2D 포스 이미지 (8bit ADC 수치, 256
레벨)
• API 및 예제 소스코드 제공

• 3D 포스 센싱, 키보드, 키패드 등 포스 터치
기반 입력 장치
• 산업용 터치 검출 및 제어판
• 게임 디바이스
• 족압분포측정
• 보행 분석
• 수의용 분석 (동물 행동 분석)
• 제품 품질 관리
• 내장형 센싱 플랫폼
• 인간공학
• 의료
• 자동차
• 일반 제조 (압력분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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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레오나르도 호환
트루 포스 터치 (16x10)
정전식 터치 (12채널)
일반 단일 접점 압력 센서 사용 가능
매트릭스 압력 센서 지원 (16x10 & 10x7)
API 및 예제 소스코드제공
매트릭스 센서 측정속도: 20ms (50Hz)
압력센서 측정 속도: 120us
동작 전압: 5V
20 디지털 I/O 핀
7 PWM 채널
플래시 메모리 32KB (4KB 부트로더)
SRAM 2.5KB & EEPROM 1KB
16MHz clock speed
통신 - Micro B USB cable (제품 미포함)
크기: 94.1mm x 75.05mm

□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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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포스 터치 디바이스
정전식 터치 휠
정전식 터치 슬라이더
정전식 터치 스위치
전자 악기
촉각 센싱
인체 공학
포스 멀티터치

SENSOR

SENSOR

Force Matrix Array Sensors

Single Point Force Sensors

카이트로닉스 매트릭스 센서는 3D 멀티터치 센서 기술을 채용해 1개 센서
면 상에 수백 ~ 수천 개의 개별 센서 노드를 집적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일
접점 압력 센서와 달리 본 센서는 진정한 멀티터치 압력 센싱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스노우보드, MC1509와 같은 포스 컨트롤러를 사용해 일반/산업용
압력분포측정시스템, 족압분포측정시스템, 촉각센서, 멀티터치 입력장치,
3D 포스 터치 입력 장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카이트로닉스의 단일 접점 포스 센서는 박형의 유연한 압력 센서입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검출 영역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압력 검출 범위는 통상 2kg이며 여러 개의 단일 접점 포스 센서를
1개의 센서로 집적시킬 수가 있어 키패드, 전자악기, 로봇용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ize (mm)
Active
Sensing Area
(mm)
# Sensor
Elements
(# Rows and
Columns)
Pressure
Sensing
Range (PSI)
Compatible
Controller

MS9705
461x479
384x384

MS9712
317.5x317.5
240x240

MS9711
461x479
384x384

MS1610
82.55x101.6
50.8x76.2

MS1007
82.55x101.6
50.8x76.2

2,304

2,304

576

160

70

(48x48)

(48x48)

(24x24)

(16x10)

(10x7)

3.16 ~ 25.29

0.28 ~ 18.92

1.28 ~ 9.53

0.5 ~ 25

5 ~ 100

MC1509

MC1509

MC1509

Snowboard

Snowboard

Snowboard

Snowboard

□ Design Parameters
•
•
•
•
•
•

Total Size
Size of Active Sensing Area
Connector
Adhesive Mounting
Response Curve
Tail Length

□ Example Circuit

CUSTOM SERVICE

CUSTOM SERVICE

Custom Sensor Design Service

Custom Engineering Service

카이트로닉스에서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적합한 센서의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손쉽고 빠르게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 센싱과 입력 장치 분야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트로닉스는
소중한 고객분들의 제품 개발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카이트로닉스에서는 하기 3종의 포스 센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이트로닉스에서는 기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센서, 회로, 소프트웨어의
커스마이제이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량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당사에 직접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단일 접점 포스 센서 – 1개 노드 압력 측정

□ 개발 사례: 족압분포측정시스템

• 본 센서는 압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가변 저항으로 간주하여 회로를 설계합니다.

□ 단일 접점 포스 센서 어레이

– 다수 노드 압력 측정

□ 개발 사례: 산업용 압력분포측정시스템

• 본 센서는 압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가변 저항으로 간주하여 회로를 설계합니다.

□ 멀티터치 – 수백 , 수천 개 센서 노드의 압력 측정

□ 개발 사례: 멀티터치
• 멀티터치 펌웨어
• 멀티터치 제스처 인식
• 멀티터치 HID

• 멀티터치 센서는 압력분포측정, 멀티터치 입력 장치, 포스 터치 입력 장치, 키보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적합합니다.
• 센서의 구동을 위해서는 카이트로닉스에서 제공하는 전용 멀티터치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Applications

Application Examples
□ Human Machine Interfaces

□ Gaming Devices

□ Entertainment

Applications

Application Examples
□ Pressure Distribution Measur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