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 공구용 고성능 
모터
조임, 그립 및 절단 응용 분야에서 인체 공학 
및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 성능 보장

신제품!



공구의 파워와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구동식 공구는 모터 구동식 공구와는 상당히 다른 작동 프로파일을 지닙니다.

먼저 볼트를 끼우거나 절단 공구 또는 그립 공구의 조가 작업물에 접근할 때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모터는 더 빠른 자유 속도로 작동하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구로 강력한 조임, 절단 또는 그립 작업을 수행할 때는 높은 토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더 
높은 피크 토크를 제공하는 모터는 과열되지 않고도 더욱 어렵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산업 응용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교대로 나타나는 속도 및 토크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사이클의 프로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손실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최상의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특수 모터 설계가 요구됩니다. Portescap은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선 
공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Ultra EC™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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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공구의 일반적인 작동 주기

주기는 정상 
사용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조임 단계런다운 단계

더 빠른 자유 속도  »  더 높아진 생산성

더 높아진 피크 토크  »  더 다양해진 토크 기능

손실 = 철손(와상 전류) + 구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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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이 성능을 주도합니다.

• 25년 넘게 주요 산업 솔루션 디자인

• 공압 공구를 전기 공구로 전환 가능

•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인체 공학 및 성능 측면의 개선 구현

• 산업 전동 공구에 대한 성능 표준 설정

• 모든 분야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맞춤 기능 제공

• 차세대 공구의 강력함 및 성능을 제공하는 Ultra EC™

25년 넘게 선도적인 제조업체들은 Portescap의 혁신적인 제품, 전문 
기술 및 지원을 통해 고급 유선 공구를 개발하고, 품질 관리를 개선하며 
유연성을 높이고 오류를 없애면서 배터리 작동 공구로 성공적으로 
전환해왔습니다.

각 응용 분야에 적합한 모터
여러분의 고유한 응용 요구 사항을 Portescap에 
전달해 주십시오. 뛰어난 인체 공학적 기능, 힘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반복 
가능한 피크 속도와 토크를 제공하는 최적화된 
모터를 생산해드리겠습니다.

• 너트러너

• 스크루드라이버

• 전지가위

• 농업용 조임 장치

• 그리퍼

• 스트래핑 공구

• 스테이플링 공구

• 로봇

• 외골격

최초의 리튬 금속
충전용 배터리

전동 공구에
사용된 최초의

Portescap BLDC
모터

리튬이온

리튬이온
폴리머

레이저 바코드
스캐너

특허받은 신세대
Ultra EC 도입

1983

브라우저 기반
컨트롤러

완전 통합형
모터 설계 무선 통신

1991

19991990

2005 2013

공압 유선 전기 무선



산업용 전동 공구를 
위한 이상적인 기술
Portescap은 출력과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는 첨단 모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위스에서 설계되었으며 특허받은 U 코일 기술이 적용된 Portescap의 새로운 
Ultra EC™ 브러시리스 무슬롯 모터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혁신적인 새 디자인은 
까다로운 응용분야에 맞게 소형 패키지에서 속도와 토크를 최적화합니다.

패스너, 그리퍼 및 절단 공구는 향상된 성능, 줄어든 무게, 개선된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위한 
출력 샤프트

특대 위상 
와이어 게이지

고속 균형 회전자

2 또는 4극 
고급 자석

최적화된 
라미네이션 물질

특대 샤프트

특허받은  
고성능 코일

내장 온도 센서
종류: 코일의 NTC 10k

특허받은 U 코일 기술
• 저전압에서 고성능 제공 

• 고속 기능

• 균형 있는 모터 손실 

• 높은 반응성 및 전력 밀도

• 최소화된 질량 및 부피

특대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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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응용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자유로운 사용. 더 작은 패키지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민첩한 공구 사용 가능

생산성. 더 빠른 자유 속도와 더 높아진 피크 토크로 더 많은 작업을 더 빠르게 수행

반복성. 작동 시 예측 가능하고 정확한 속도 및 토크 사이클 보장

안전성. 멈추지 않고 매끄러우며 일관되게 작동

편안함. 더 가볍고 컴팩트하고 진동이 낮은 공구

효율성. 정확한 속도, 최적화된 토크, 늘어난 배터리 수명으로 일상적인 작업에서 시간과 
노력 절감

Portescap 소형 모터의 기능:
더 빠른 런다운. 프리런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하여 각 작업을 더 빠르게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피크 토크. 가벼운 작업은 물론 중요한 작업도 같은 공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작아진 크기, 더 가벼워진 무게. 최대의 전력 밀도를 제공한 소형 모터로 보다 
컴팩트하고 인체 공학적인 공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피로도 감소. 작업자에게 하루 종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제공합니다.

낮아진 작동 온도. 더 긴 배터리 및 모터 수명을 위해 사용자가 아닌 응용 분야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최대 연속 토크
(mNm)

피크 토크(2s)
(mNm)

최대 연속 
전력에 대한 

속도

직경
(mm)

길이
(mm) 극 수 질량 

(g)
권장 

응용 분야

16ECP36 7.2 34.6 60,000 16 36 2 41 μ 토크 공구/스크루드라이버, 그리퍼

16ECP52 15.1 87.5 40,000 16 52 2 62 μ 토크 공구/스크루드라이버, 그리퍼

22ECP45 28.6 173 40,000 22 45 2 100 μ 토크 공구/스크루드라이버, 그리퍼

22ECP60 50.5 279 35,000 22 60 2 140 μ/저토크 공구, 스테이플링 및 농업용 
공구

22ECT60 65.7 454 19,000 22 60 4 123 μ/저토크 공구, 스테이플링 및 농업용 
공구

22ECT82 98.5 741 16,000 22 82 4 174 저토크 너트러너, 스트래핑/
스테이플링/농업용 공구

30ECT64* 138 1,340 20,500 30 64 4 263 저/중토크 너트러너, 스트래핑/
스테이플링/농업용 공구

30ECT90* 225 2,370 16,000 30 90 4 380 중토크 너트러너

30ECT64 HS* 138 1,341 24,000 30 64 4 263 중토크 너트러너, 스트래핑/농업용 
공구

30ECT90 HS* 225 2,370 20,000 30 90 4 380 중/고토크 너트러너

35ECS60* 115 1,056 35,000 35 60 2 300 중/고토크 너트러너

35ECS80* 195 2,025 27,500 35 80 2 450 고토크 너트러너

속도 범위 토크 범위

필요한 크기 및 성능 선택.

*Portescap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모터 Ø(mm)

150C 
코일

125C 
코일

35*

30*

22(4극)

22(2극)

16

피크 토크(2s)

최대 연속 토크

0 500 1’000 1’500 2’000 2’500 mNm

0 10 20 30 40 50 60 70

35*
모터 Ø(mm)

30*

22(4극)

22(2극)

16

Krpm

최대 연속 전력에 대한 속도

조임 응용 분야의 일반 사이클에 
사용되는 간헐적 속도



생산최적화된 설계설계 분석
뛰어난 맞춤 기능

타당성 검토
사양 정의됨

협력적 혁신 전담 리소스.

빠른 상호 협력은 귀하가 설계 및 생산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뛰어난 솔루션을 더 빠르게 시중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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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분야에 가장 적합한 맞춤 기능 및 테스트

특별한 모터가 필요하십니까? Portescap은 반복 설계 기능을 사용해 특정 응용 분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터 구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맞춤 옵션

• 하우징 설계

• 어셈블리 통합

• 피니언 설계 또는 특정 장착

• 배터리 전압에 맞게 최적화된 코일/권선

• 저발열에 맞게 최적화된 라미네이션

• 기어박스/인코더 통합

테스트 기능

• 프로토타입 벤치 테스트

• 전기 매개 변수

• 완벽한 기계 사양

• 설계 및 온도 시뮬레이션

• 노이즈 스펙트럼 분석

• 응용 분야 분석(프리런 및 조임 사이클)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고객 프로그램 지원

지역별 지원

제품 플랫폼 확장

연구 및 개발

응용 분야별 맞춤화

사업 개발

프로그램 조정

글로벌 진출

혁신 성장

고객의 성공

가속화

다수의 기능. 하나의 핵심 분야.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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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특정 응용 분야에 적합한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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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110 Westtown Road

West Chester, Pennsylvania 19382

전화: +1 610 235 5499

sales.america@portescap.com

portescap.com 

 

South America 

Avenida Tamboré, 1077

Barueri – São Paolo - Brazil

06460-914

전화: +55 11 3616 0199

vendas@portescap.com

portescap.com.br 

유럽

Portescap S.A.

Rue Jardinière 155, Case Postale

CH-2301 La Chaux-de-Fonds

스위스

전화: +41 32 925 61 11

sales.europe@portescap.com

portescap.de

 

중국

4th Floor, Building 9, No 518

North Fuquan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5

전화: +86 21 8028 1516

sales.asia@portescap.com

portescapmotor.cn

일본

Portescap Co., Ltd.

Shinagawa INTERCITY, Tower B 7F

2-15-2, Konan Minato-ku

Tokyo 108-6107

전화: +81 3 5479 7701

sales.asia@portescap.com

portescap.co.jp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401호

150-914

전화: +82 2 785 4757

sales.asia@portescap.com  

portescap.kr

모터 그 이상. 
 
Portescap은 정밀도, 고객 중심의 혁신, 탁월한 기술력 
및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1931년 
스위스에서 창립되었으며 산업 공구 시장의 초소형 모터 
및 정밀 모션 제어 솔루션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배터리 사용 공구를 위한 모션 솔루션

맞춤형 옵션? 크기 정보? 문의 사항?

현재 Portescap의 응용 분야를 최적화해 주고 다른 모터 기술보다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직경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직경 크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동적 모터 선택 도구인 MotionCompass™를 사용해 응용 분야에 
이상적인 크기와 성능 특성을 확인해 보거나, 지역 Portescap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인도

Portescap

Unit No. 2, SDF-1

SEEPZ-SEZ

Andheri East, Mumbai 400 096

인도

전화: +91 22 4200 6200

         +91 22 4200 6201

sales.asia@portescap.com

portesca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