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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uspension/damper 기술은 산업기계, 자동차, 비
행기뿐만 아니라 카메라,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과 충격력 감소, 안정성 및 성능을 

보정하는데 이용하며 최근 들어서는 카메라를 제

어하여 영상을 흔들림 없이 획득하는데 쓰이고 

있다[1][2][3].
카메라가 소형, 경량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 받는 진동이 증가를 하여 촬영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며 렌즈나 영상처리 프로그램으로 제어

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4][5]. 항공촬영을 위한 

안정화 장비는 영상보정이 일정수준 갖춰져 있으

나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탑재해야하는 단점이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USB 카메라를 가지고 

Passive damper와 전자기시스템인 VCM의[7][8] 결
합을 통해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Fig. 1), 스프링과 오일의 특성 및 기구적인 해석을 

통해 무인헬기에 탑재가 가능한지 살펴 보고자한다.

2. 연구 내용

Moving support의 조화변위로 인해 스프링과 감

쇠기를 통해서 질량에 전달되는 힘(1)을 구하기 

위한 수식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Fig. 1 Support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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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Camera Image Stabilization System 
with 3-DOF

뛰어난 방진성능 및 내구성을 가진 스프링과 

작동특성이 비선형적이고 저장강성 및 감쇠비를 

가진 오일을 결합하여 Shock absorber를 제작하기 

위한 식을 위에서 계산하였으며(2)(3)(4), 이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Table.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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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무인헬기에 장착하기 위한 기구적인 해석을 실

시하였다. 통상 가장 많은 진동이 발생되는 메인 

로터의 회전수에 블레이드 개수를 곱하여 주파수

를 측정하였다. 

Table. 1 Force Result 
(spring constant k, damping coefficient c)

K(N/m)
C(Ns/m)

F(N)
1000CST 600CST

300

8.6 5.1

14 16
500 10 9.7
980 7.4 7.4
1000 7.1 7.1
2900 6.3 6.3
3900 5.9 5.9
4900 6.1 6.1
14700 5.4 5.4
29400 5.6 5.6

Modal과 Harmonic 해석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구

의 고유진동수는 37.1Hz로 무인헬기(로터 1500~ 
2000rpm)의 주파수 대역인 25 ~ 33Hz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진동에 따른 변형률도 Fig.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  Total Deforma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오일 댐퍼의 특성과 전자

기력을 통해 카메라의 영상을 안정하게 획득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기구적으로는 공진주파수 대역을 피할 수 있도

록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점성계수와 스프링계수

에 따른 힘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

는 실험을 통하여 적합한 전자기력 액츄에이터의 

사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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