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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VR 촬 을 한 무인 비행체용 카메라 짐벌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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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무인 비행체에 설치되어 VR 360도 상을 촬 하기 한 카메라 짐벌 시스템에 한 것으로서, 

특히 자이로 기술을 이용하여 무인 비행체가 어느 방향으로 회 되더라도 카메라의 치가 고정되어 상의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안정 인 VR 360도 방  촬 이 가능한 무인 비행체용 카메라 

짐벌 시스템을 개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gimbal system installed in the UFV(unmanned flight vehicles) for 360 degree VR video. In 

particular, even if the UFV rotated any direction the camera position is fiexd to minimize the shaking using the gyro sensor and the camera 

system is stable for taking 360 〬panorama V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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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군사  목 으로 사용되던 소형 무인 비행

체가 민간 목 으로 확장되면서 농업, 항공 촬 , 송

유  감시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무인 비행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  는 

원격 조종에 의해 비행하며, 무기 는 일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

행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인 비행체는 주로 군사  

목 으로 이용되었으나, 무인 비행체의 설계, 제작  

운용기술이 민간 목 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어 농업, 

항공 촬 , 송유  감시,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으며, 상되는 시장 규모도 매우 크다[1-2].

최근에는 방송  화 촬 에 드론을 많이 활용하

고 있는 추세다. 다큐멘터리 제작 뿐 아니라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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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계를 하여 국내외 방송사들은 드론을 뉴스 

취재에 활용하고 있다. 국의 BBC인 경우 태국과 

홍콩의 시  장 촬 을 하여 드론을 활용하 으

며 미국의 CNN의 경우 뉴스 취재에 합법 인 드론 

이용 방안 연구를 FAA와 합의 에 있다. 

재 국내 방송업계에서는 촬 용 드론의 소형화 

 장착카메라의 고해상도화로 인해 이제는 다양한 

방송 로그램에서 소형 드론만을 이용하여 촬 한 

상을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다[3].

더블어 최근 구 , 페이스북 그리고 삼성을 심으

로 VR(가상 실)산업 분야를 새로운 미래 략산업으

로 여기고 집 투자를 하고 있으며, VR 장치를 이용

한 360도 방  상촬 을 한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인 항공체를 이용한 항공 VR

상을 제작하기 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 

하지만, 무인비행체의 물리  는 운 특징상 다수의 

카메라를 360도 방  촬 이 가능하게 배치하여 촬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실이며, 이러한 

실은 재 상업 으로 많이 사용되는 드론에 다수의 

카메라만을 연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무인항공체와 촬 용 짐벌(Gimbal)시

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VR 360도 촬 이 가능하도록

한 무인항공체와 카메라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상업  

용도에 맞는 VR촬 용 무인비행체를 개발하 다.

Ⅱ. 련연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촬  시에는 기체의 진

동이나 기울임 등으로 인해 상을 획득하기에 제약

이 따르며 이러한 향을 최소화 시켜주는 짐벌 시스

템이 필요하다. 

카메라 짐벌은 카메라를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촬 할 때 그 흔들림을 자  방법으로 방지하는 장

치를 의미하며, 보통 2축 는 3축으로 구성되어 자이

로 센서에서 기울기 정보를 모터로 달하여 카메라

가 제자리에 치하도록 모터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5].

VR 360 상은 방  360도로 촬 되는 상으로

서, 부분 다수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도

록 배치하여 상을 촬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

며, 경우에 따라 카메라의 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3

축 회 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 하나 이상의 카메라

가 설치된 카메라 지지체를 무인 비행체의 하부에 연

결하여 상을 촬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360도 촬 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카메라도 동시에 여러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있어 짐벌과 같은 흔들림 방지 기구를 

용하기가 곤란하고, 3축 회 이 가능한 카메라 지지

체의 경우에도 무인 비행체의 비행에 따른 흔들림을 

피할 수 없어 상 촬  후 편집 과정에서 흔들림과 

진동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6-8].

구체 으로 보면, 무인 비행체에 카메라를 직  연

결하는 방법은 무인 비행체의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

는 흔들림과 기울임에 한 보정이 어려워 상이 무

척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흔들림과 진동을 추후 편

집 과정에서 잡아내야 함에 따라 편집에 어려움을 겪

게 된다[9]. 

무인 비행체의 하부에 유연한 고무 지지 를 설치

하고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된 을 매달아 촬 하는 

방법은 무인 비행체의 진동이 카메라로 달되지 않

게 되어 상의 흔들림이 작아지는 장 이 있지만, 카

메라가 설치된 의 길이가 무인 비행체의 다리에 비

해 길어 바닥에 착륙할 수 없고, 이륙 시 반드시 한 

사람이 무인 비행체를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

히 험하고 이륙  무인 비행체의 GPS 정보에 혼돈

이 발생할 수 있다.

한 360도 상의 특징상 하부에 다수의 카메라를 

연결하여도 상부에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드론이 상

에 나타나게 되어 드론 상부에도 카메라를 장착하여 

상부와 하부의 상을 목하여 화면상 드론을 제거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짐벌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다수의 

카메라가 하부에 연결되고 카메라의 화각 조 을 통

해 하부지지 를 최소화 시키며 같은 Nodal Point상

에 상부카메라를 고정시킴으로써 드론을 심으로 

방  360 상 획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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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론

3.1 360도 노라마 촬  리그

360도 VR 상을 촬 하기 해서는 여러 의 카

메라를 이용하여 방향 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때 그림 1과 같이 여러  카메라를 지지하기 한 

리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림 1과 같이 카메라를 배

치하게 되면 드론 기체가 화면에 잡  360도 VR 

상을 제작하기가 어려워 항공 촬 에는 합하지가 

않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긴 지지 의 상단부에 1

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하단에 2 의 카메라를 이용

한 항공 촬 용 360도 VR 리그를 개발하 다. 각 카

메라에는 220도 화각을 가지는 어안 즈를 장착하여 

360도 방향 촬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최소 3 의 

카메라를 이용함으로 인해 무게를 이고 후반 작업

에서 복잡한 스티칭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1. 360도 VR 리그

Fig. 1 360° VR Rig

 

그림 2. 항공 촬 용 VR 리그

Fig. 2 VR Rig for aviation shooting

3.2 짐벌시스템 설계

련연구에서 언 했듯이 비행체에 카메라를 직  

연결하게 되면, 무인 비행체의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

는 흔들림과 기울임에 한 보정이 어려워 상이 무

척 흔들릴 수밖에 없어 360도 노라마 VR 상을 

제작하는데 커다란 문제 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기존 짐벌 시스템에 용된 기술의 문

제 을 해결하기 하여 무인비행체에 설치된 카메라

를 회 시키는 신 자이로 기술을 이용하여 무인 비

행체의 비행 자세에 계없이 카메라의 치가 고정

되도록 함으로써 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한, VR 360도 방  촬 을 한 무인 비행체용 

카메라 짐벌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그림 3은 짐벌 시스템을 장착을 한 체 인 드

론 설계도 이며 기호 41의 피니언을 심축으로 하여 

드론 기체가 좌우로 흔들림이 발생하여도 자이로 센

서를 통해 움직임을 보상하여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

는 장치를 개발하 다. 

그림 3. 드론 장착용 짐벌시스템 설계도

Fig. 3 a Gimbal system design mount for d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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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짐벌시스템 구조

Fig. 4 a Gimbal system structure

그림 4는 짐벌 시스템의 내부 구조로 드론에 장착

한 짐벌 시스템 간에 후축을 회 시키는 스텝모

터와 좌우축을 회 시키는 스텝모터를 장착하여 자이

로센서를 통해 흔들림이 감지되었을 때 무인비행체의 

흔들림에 하여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수평을 지하

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5. 짐벌시스템 수평도

Fig. 5 a Gimbal system horizontal view 

그림 5는 에서 바라본 짐벌 시스템의 설계도이며 

그림 6은 드론 기체가 좌우로 기울어도 카메라가 장

착된 리그는 짐벌 시스템에 의하여 카메라 축이 지면

에 수직, 즉 카메라 자체는 수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다.

그림 6. 짐벌 시스템 동작 개념도

Fig. 6 a Gimbal system operation conceptual view

그림 7은 실제 드론 본체 앙에 설치된 짐벌시스

템으로 자이로 센서  후, 좌우 흔들림에 하여 

수평을 유지하기 한 스텝 모터가 장착되었다.

그림 7. 짐벌시스템

Fig. 7 a Gimb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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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짐벌시스템 테스트

Fig. 8 a Gimbal system test 

그림 8~10은 실제 드론에 짐벌시스템을 장착하여 

테스트하는 장면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카메라 짐벌 

시스템은 카메라가 설치되는 수직 지지 가 몸체부에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설치됨과 아울러 몸체부가 

간체에 하여 좌우축을 심으로 회 되고 간체는 

무인 비행체의 베이스 부재에 하여 후축을 심

으로 회 하도록 구성됨에 따라 무인 비행체의 비행 

각도에 계없이 카메라의 치가 고정되어 상의 

흔들림이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 후축을 회 시키는 제1구동부와 좌우축을 

회 시키는 제2구동부가 구비되어 몸체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후축과 좌우축을 미세 회 시키게 되므로, 

무인 비행체의 자세에 계없이 카메라의 치가 고

정되는 효과가 있다.

카메라가 설치된 수직 지지 가 랙 피니언 구조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승강하게 되므로 카메라의 손상 

없이 무인 비행체를 안 하게 착륙시킬 수 있게 설계

되었다.

그림 9. 짐벌시스템 동작 장면1

Fig. 9 a Gimbal system operation view 1

그림 10. 짐벌시스템 동작 장면2

Fig. 10 a Gimbal system operation view 2

  그림11은 고공에서 고근산에서 한라산방향으로 

촬 한 상으로 바람의 향속에서도 카메라 흔들림

을 최소화 하여 안정 인 360 VR 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림12는 공에서 고속으로 외돌개를 촬 한 

상으로 마찬가지로 고속의 움직임에도 상의 흔들

림 없이 안정  상을 획득하 다.

그림 11. 짐벌시스템 용 촬  사례1

Fig. 11 a Gimbal system applied Shooting Case 1

그림 12. 짐벌시스템 용 촬  사례2

Fig. 12 a Gimbal system applied Shooting Case 2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항공 촬 을 한 무인 비행체에 설

치되어 실과 동일하게 360도 각도로 볼 수 있는 

VR 360도 상을 촬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이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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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이용하여 무인 비행체가 어느 방향으로 회 되

더라도 카메라의 치가 고정되어 상의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한 VR 360도 방  촬 을 한 무인 

비행체용 카메라 짐벌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VR 360도 방  촬 을 한 무인 비행체

용 카메라 짐벌 시스템에서는 무인 비행체의 비행날

개 하부에 각각 받침 가 구비되어 베이스 부재와 몸

체부가 바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가 

손상되는 일이 없이 무인 비행체를 바닥에 착륙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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