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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슨의 드라이브가 장착된 카메라 짐벌, 

창공을 날다. 
상공에서 찍은 사진은 지상에서는 잘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을 담아내어 다양한 

분야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위해 맥슨 모터의 드라이브가 카메라 

짐벌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카메라 짐벌을 통해 광산을 탐사할 뿐 아니라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는 굴착선을 

모니터링 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압선을 점검합니다.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따릅니다. 극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카메라는 바람과 난류 및 무인헬기의 

진공으로부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위한 

고정밀 카메라 짐벌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짐벌 장치는 흔들림 없는 고품질의 항공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환경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의 웰링턴 ( ) 에 위치한 포토 하이어 ( ) 사는 수직 상승 무인 

회전익 항공기용 고정밀 카메라 짐벌의 설계, 개발 및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포토 하이어 

사의 짐벌은 가벼운 무게와 쉬운 사용법 및 높은 안정도를 자랑합니다. 장비의 핵심은 안정된 

플랫폼을 위한 드라이브 유닛으로, 여기에 브러시리스 DC 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분당 회전수 , 출력 토크  의 백래시가 없는 서모 모터와 기어의 

결합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터와 기어의 총 중량 , 총 길이  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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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탐사 비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무인기는 대개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출력 밀도와 고효율을 제공하는 맥슨의 브러시리스  

모터는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모터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무인기가 더욱 오랫동안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앵귤러 기어를 포함한 여러 드라이브 유닛을 사용했지만 

어려움에 봉착했던 수많은 시도 후, 마침내 짐벌을 직접 

구동하는 맥슨 브러시리스  모터 플랫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고객의 요건에 맞게 개조된 컴팩트한 플랫 

디자인의 이 드라이브 시스템은 속도와 토크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카메라 짐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드라이브의 백래시 없는 출력이었습니다. 사용된 

카메라의 브랜드와 모델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항상 짐벌을 

조절하고 전체 시스템의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균형 잡힌 시스템은  모터의 낮은 에너지 

소비와 함께 빠른 가속 및 신속한 반응을 보장합니다.  

포토 하이어사는 다양한 카메라 짐벌을 위한 브러시리스 

모터 외에도 맥슨의 모터용 서보제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PCB 의 형태, 제어 파라미터, 증폭 및 커넥터 등과 같은 일부 특성은 

애플리케이션의 특수 요건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포토 하이어사의  및  시리즈의 

카메라 짐벌은 까다로운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필름 

녹화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무인기와 결합하여 단시간 내에 고해상도의 항공사진 및 

지리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짐벌은 무인기에는 물론 헬리콥터, 비행선, 크레인 

또는 보트에도 매우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맥슨의 제품 

 
 

 

맥슨 EC 32 flat 

컴팩트한 플랫 디자인의 

브러시리스  모터는 속도와 

토크에 대한 높은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맥슨 ESCON 서보제어기 

의 형태, 제어 파라미터, 증폭 

및 커넥터 등과 같은 일부 특성은 

애플리케이션의 특수 요건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포토 하이어사의 은 탐소 섬유로

제작된 축 카메라 짐벌입니다 맥슨 모터와

서보제어기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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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맥슨 모터 매거진 “ ”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맥슨 애플리케이션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http://www.maxonmo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