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n Features
(high-performance 
Industrial Embedded 
Controller)
 
● Powerful Processor ARM9 CPU 
   400MHz, 32bits
● 8MB Data Flash Memory
● 32MB SDRAM
● External SD Memory (Data Backup)
● Supported by Dev Kit including SDK, API
● Embedded Linux Kernel
● Supported by Eclipse based IDE LemonIDE™

LCD : 128 x 64 Graphic LCD(Backlight)
KEYPAD : 5 Function KEY
LED : 6 Indication LED
A/D : 14Bit 1Ch (0 ~ 10V)
D/O  8Ch 24V Output,  D/I  8Ch 24V Input
COMMUNICATION 
    RS232C, RS485, RS422
    LAN :  Ethernet 10 Mbps
Supply Power: 24 VDC, Consumption 2W
Environmental
Operating: -10 to 60ºC, Storage: -20 to 80ºC
Dimensions(WxDxH):  218 x 150 x 40mm, Mounting 198 x 60mm, 0.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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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는 고정된 한 축이나 점의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물체이고 중력이나 탄성력 등의 힘에 의해 평형점을 중심으

로 진동운동을 반복한다. 진자는 단진자 복진자 등과 같이 중력의 

작용으로 진동하는 것과 용수철진자·비틀림진자 등과 같이 탄성

력의 작용으로 진동하는 것이 있으며, 보통 가장 이상적인 수학적 

모델인 단진자로 진자에 운동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다.

단진자는 실의 맨 끝에 가볍고 작은 추를 달아서 연직면 내에서 

진동하게 만든 것이며  단진자의 주기는 진자의 질량이나 진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진동 운동의 특징은 일정한 범위에서 같은 운동을 반복하면서, 

진동의 중심을 지날 때에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끝으로 갈수록 속

도가 줄어 끝에서는 정지하고, 운동의 방향이 바뀌어 진동의 중심

으로 가며 다시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이 있어서 추가 밖으로 벗

어나려는 것을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

를 ‘복원력’이라고 한다. 

복원력은 항상 추가 움직이는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며 진동의 중

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힘이 커진다.

이처럼 이상적인 진자의 주기는 진자의 진폭에는 무관하며, 진자

에 작용하는 복원력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Crane Swinging…?
SMART-Pro

Description of the Pendulum

The Movement of 
Pendulum
(Blue)

Sway Control Performance (Blue: before, Red: After)

스마트-프로(Smart-Pro)는 진폭을 진자 운동에 기초

하여 로프의 길이와 트롤리의 운동에 따라서 흔들

림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제어합니다.

이 장비는 각도에 관계없는 OLSC(오픈 루프 제어 스웨

이) 와 각도에 영향 받는 CLSC(폐쇄 루프 제어 스웨이)

로 두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로드셀(부하 종속 제어에 의한 현재 중량 횟

수/부하 측정) 로 자동 후크 정렬 & 해제 기능과 스마트 

감속제어 및 자동 위치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pendulum period and the angle thus created are not affected by the mass of the load.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 of the Centre of gravity is the determining factor that modifies the swaying period. At all times the 
position of the load is perfectly defined if the position of the trolley, the position of the load's Centre of gravity and 
the angle made by the pendulum with the vertical are kn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