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 안정 기능을 갖는  
팬틸트 드라이버 

 
- Stabilized Pan/Tilt Dr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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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Stabilized Pan/Tilt Driver 란 ? 

 자동차등에 장착되어 운전 중의 흔들림(Yawing, Pitching)에 반응 

   하여 카메라 자세를 안정되게 하는 기능을 갖는 Pan/Tilt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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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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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ing 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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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변동 발생 변동량 센싱 보정량 계산 Stabilizing 

Direction Cosine 
Matrix 

현재 자세 계산 

IMU 센서 



IMU 센서 

 6 축 모션 센서 : 3 축 가속도 + 3 축 자이로 센서 

 자이로 센서 : 차량의 각속도 측정  

 가속도 센서 : 차량에 작용하는 내력(차량의 전후, 좌우, 상하 방향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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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 Direction Cosine Matrix ) 알고리즘 적용 

 DCM 알고리즘 

6 

차량 운동상태 
  - 가속도 
  - 각속도 

차량 자세 
  - Roll 
  - Pitch 
  - Yaw 



2D-Stabilized Pan Tilt 의 시스템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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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Stabilizer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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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tabilized Pan/Tilt Driver 란 ? 

 선박 등에 장착되어 운항 및 정지 중의 Rolling에도 반응하여  

    카메라 자세를 안정되게 하는 기능을 갖는 Pan/Tilt Driver 

 

9 

Stabilizer On 



3D-Stabilized Pan/Tilt 의 시스템 Diagra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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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tabilizer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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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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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발명의 명칭 대표 도면 등록번호 PCT 비고 

1 왕복 회전 운동 조인트 장치 10-0874482 

2 왕복 회전 운동 조인트 장치 10-0893149 

3 왕복 회전 동력 장치 10-0946174 

4 운동 범위 조절이 가능한 조인트 장치 10-1010962 

5 로봇 관절 기구 10-1031037 

6  팬틸트 장치                10-0946175  

7 감시카메라용  팬틸트장치 10-1056735 

8 백래시 조절장치 10-1034890 

9 3차원 스테빌라이져 팬틸트 장치 10-1185136 



3D-Stabilized Pan Tilt 적용 예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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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주변 감시 

항공 감시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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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비 고 

Stabilization   기계적 2 축  + 전자적 1축 

Stabilization Accuracy   < 0.5 ° 

Pan/Tilt 무게  15 ~100kg 

적재중량   30~80kg 

동작범위 
  PAN 0°~360° (무한 회전형) ,  
  Tilt +20° ~ -70° 

각속도(가변제어)   Pan 0.1° ~ 60 °/sec, Tilt 0.1 °~30 °/sec 

최저 등속각속도   0.1 °/sec 

정 밀 도   Pan : 0.1°, Tilt : 0.1° 

구동 모터방식   AC Servo Motor 방식 

보호등급   IP66 / IP67 



구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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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씨에스 (KOREA CCS CO.,Ltd)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33 이앤씨벤쳐타워 3차 709호 

Tel : 02-852-7007  /   Fax : 02-852-7009 

http://www.koreaccs.com 

ccs@koreaccs.com 

㈜ 한국씨씨에스 영업부 

*㈜한국씨씨에스는  ㈜로보멕 으로부터  인가 받은 정식 딜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