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성, 다목적성 및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최적화된 성능

Infusion 시스템을 위한 
정밀 모터



현장에서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검증된 모터 디자인

•  Portescap은 40년 이상 Infusion 시스템 업계에 변화를 불러오는 혁신적인 모션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  첫 이동용 인슐린 펌프에서 오늘날의 지능형 펌프까지 Portescap은 펌프 크기 축소, 
배터리 수명 향상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설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펌프 크기 – 최소 8mm 크기의 소형 모터

–  배터리 수명 – 효율성 최대 90%

–  비용 절감 –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 디자인

•  Portescap의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모터는 전 세계 수많은  
환자의 삶을 개선하는 치료법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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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 사항 펌프 설계 과제 PORTESCAP 소형 모터의 기능

이동성 – 소형 및 경량 펌프 크기 – 작은 패키지로도성능 유지
전력 밀도 – 더 작은 공간에서 빛을 
발하는 뛰어난 기능

신뢰 – 절대 작동을 멈추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장치

신뢰성 & 내구성 –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전달하고 
극단적인 사용에도 유지되는 성능

확실성 – 고품질 부품 및 제조 공정

자유로운 사용 – 전기 콘센트가  
필요 없음 

배터리 수명 – 다음 충전까지사용 
시간 증가

효율성 – 같은 출력으로적은 전류 
소모

저렴한 가격 – 보험이 가능하거나 
지불 요금이 낮음

비용 – 유지 비용 절감
비용 효과적 – 최적화된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안락함 – 소음 방해 감소 조용함 – 환자 방해 방지
저소음 – 매끄럽게 작동하는 모터와 
소음이 줄어든 기어헤드

당사는 펌프 설계자가 환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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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혁신.전담 리소스.
제품 설계자는 시장 출시 시간 단축 및 최적화된 설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첫날부터 이러한 열성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단계부터 Portescap의 Infusion 시스템 모터 설계 엔지니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설계 절차를 가속화하고 독특한 모션 개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ortescap의 설계 엔지니어는 최종 설계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산업 경계 허물기

•  차별화되고 특허받을 수 있는 개념

• 디자인 간소화 및 비용 감소

•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유연성

•  제조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  40년 이상의주입펌프 모터 경험을 
활용

•  신속한 POC 샘플

진정한 협력적 혁신의 혜택

제품 사양 고정 모터 사양 고정

혁신적인 발전 점진적인 개선 최소한의 영향

가치 생성
진정한 협력적 혁신

PORTESCAP과의 조기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증설 사양 일치

아이디어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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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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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파트너. 안정적인 모터.
Fortive 비즈니스 시스템

•  Fortive Corporation의 계열사인 Portescap은 탁월함, 혁신, 품질, 정시 제공 및 비용 
효율성의 문화를 추구하는 Fortive 비즈니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끊임없는 개선은 당사의 운영 방침이자 작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힘입니다.

•  모든 글로벌 Fortive 제조 현장은 이러한 원칙 및 적극적인 목표에 따라 놀라운 성과를 
지속해서 낼 수 있도록 합니다.

R&D
모터, 기어헤드, 인코더의  

설계 및 최적화

20명이 넘는 전기  
및 기계 엔지니어로  
구성된 자체 설계 팀

FEA 분석 – 전자기 및 기어

공구 및 프로세스  
기반의 디자인  

(DFMEA 및 PFMEA 포함)

빠른 샘플구현

검증 및 확인

수명 분석 소프트웨어  
(PLM, Weibull++, Reliasoft)

수명 테스트 실험실  
(동적 토크 테스트 벤치)

모터 성능 측정 – 속도, 토크,  
전류, BEMF

진동 분석기

음향 시험 챔버  
(주변 30dB, FFT)

환경 챔버  
(-40°C ~ +180°C)

제조

현장 기계 공장, 권선 및 몰딩

뛰어난 맞춤화 및  
제품 설계 통합

소량 제조부터 대량 제조

린 제조, 시각적 관리  
및 프로세스 제어

ESD 안전 조립실

모든 제품에 대한  
자동화된 100% 최종 검사

추적 가능성, 요청 시 클린룸  
및 ISO 13485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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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십시오.



맞춤형 옵션:  
사소한 수정부터 완벽한 모터 
설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모터가 필요하십니까? 
Portescap은 반복 설계 기능 및 유연한 제조 프로세스를 사용해 특정 응용 분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터 구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모터 맞춤화는 조립 시간 단축뿐 아니라 
총 소유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  장착 플레이트 적용

•  보유하고 있는 펌프 메커니즘에 통합된 맞춤형 출력 샤프트

•  직접 제어를 통한 맞춤형 피드백 및 인터페이스로의 연결

•  드라이브 전압에 맞춘 맞춤형 권선

•  속도 및 토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맞춤형 기어 비율

•  청결한 시트 설계

턴키 맞춤형 솔루션은 Portescap에 

맡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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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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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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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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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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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usion 시스템 시장의 초소형 
모터 및 정밀 모션 제어 솔루션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배터리 사용 장치를 위한 모션 솔루션

설계 엔지니어에게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전화주시거나,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어 회신을 요청하십시오. 

InfusionSystems@portescap.com

인도

Portescap

Unit No. 2, SDF-1

SEEPZ-SEZ

Andheri East, Mumbai 400 096

India

전화: +91 22 4200 6200

         +91 22 4200 6201

sales.asia@portescap.com

portesc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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