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성능을 위한 맞춤형  

엔지니어링.

수술용  
모터 솔루션



수술용 개발

1940년대
전동식 수술용  

도구의 사용 확산

PORTESCAP 모터
 개

발

1931
시계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스위스에서  

Portescap 창립

수술용 개발

1980년대
전동식  

의료 기기의  
지속적 개발

PORTESCAP 모터
 개

발

1970년대 
시계 산업의 위축  
때문에 전기 모터로 
초점이 변경됨

수술용 개발

1960년대
트랜지스터의  

출현으로 최초의  
BLDC 모터 발명

현장에서 수십 년 간의 성공으로 
검증된 모터 설계

•  미국에서 설계 및 제조된 당사의 수술용 모터 솔루션(SMS)은 높은 안정성 및 중요한 
수술 의사의 요구 사항을 위해 맞춤형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

•  Portescap은 살균 가능하고 3,000회 이상의 고온고압 처리 주기를 견디도록 설계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터 및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살균 모터

–  살균 기어헤드

–  살균 컨트롤러

–  살균 인코더

•  당사는 귀하의 응용 분야에 완벽하게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시 협력합니다.

PORTESCAP 모터
 개

발

1959 
Portescap이 최초의  
전기 모터 제작



PORTESCAP 모터
 개

발

1986
최초의 BLDC  
의료용 모터 및 

100,000RPM  
모터 출시

PORTESCAP 모터
 개

발

현재
살균 모터, 기어헤드, 
인코더, 컨트롤러 

포트폴리오

PORTESCAP 모터
 개

발
2000년대

의료용 BLDC가  
Portescap 비즈니스의 

주력 사업이 됨

수술용 개발

2000년대
제품이 BLDC  

모터로 전환되면서  
공압식 기기의  
사용이 감소됨

PORTESCAP 모터
 개

발

1990
완전 살균 가능  

BLDC 모터  
최초 판매

수술용 개발

1990년대
초기 살균 가능  
전동식 의료 도구

협력적 혁신.  
전담 리소스.

제품 설계자는 시장 출시 시간 단축 및 최적화된 설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첫날부터 이러한 열성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rtescap의 업계 전문 설계 엔지니어들은 귀하의 팀과 협업하여 독창적 수술용 
핸드 툴스와 로봇 공학 응용 분야의 모든 기능을 수정 및 맞춤형으로 제작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Portescap의 수술용 모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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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분야 전문지식
Portescap은 특정 수술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표준 및 맞춤형 모터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가장 
잘 맞는 모터를 파악하려면 지금 엔지니어에게 문의하십시오.

정형외과 수술용 리머
수명이 긴 높은 피크 토크 모터는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동식 ENT/신경 및 척추 
드릴
살균 모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고속 
및 정밀 제어를 제공합니다.

소형, 중형 및 대형 
정형외과 드릴
살균 무브러시 DC 맞춤형 설계  
모터(1000회 이상의 살균 가능 처리 
주기)를 사용하면 경량의 강력하고 
저렴한 드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뼈용 정형외과 톱
살균 무브러시 모터는 가장 어려운 
수술에서 높은 토크를 제공합니다.

관절경 셰이버
살균 처리 무브러시 모터(1,000회 
이상의 살균 처리)를 사용하여 
최대 30% 이상의 높은 토크를 
전달합니다.

외과용 스테이플러
당사의 높은 토크 모터를 사용하면 
매끄러운 한 손 작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ENT 기기
살균 무브러시 모터는 경량의 
인체공학적 패키지에서 필요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외과 수술용 로봇
확장된 모터 포트폴리오는 모든 
로봇 모션 응용분야에 필요한 
정밀도와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동식 성형 수술 기기
고전력 소형 브러시 또는 무브러시 
DC 모터를 사용하는 전동식의 
정교한 피부 그래프 기기 또는 
지방흡입술 도구.

전동 외과 수술용 
스크류드라이버
Portescap은 재사용 가능한 수술용 
스크류드라이버의 반복되는 
고온고압 처리 주기를 견디는 살균 
가능 슬롯형 BLDC 모터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라미네이션, 자석 형상, 소재, 극, 
권선 구성, 비스듬한 스택

전자기

기계 캐뉼러 샤프트 및 기어헤드, 맞춤형 하우징,  
맞춤형 샤프트 기능, 샤프트 봉인, 샤프트 코팅

전기 정확한 속도 또는 위치 제어가 필요한 응용 분야용 살균 인코더, 
리드선 대신 핀, 유연한 회로, 센서 또는 센서리스 드라이브

모터 맞춤 제작을 위한 리드 타임

중요한 성능을 위한  
맞춤형 엔지니어링.
Portescap의 업계 전문 설계 엔지니어들은 귀하의 팀과 
협업하여 독창적 수술용 핸드 툴스와 로봇 공학 응용문야의 
모든 기능을 맞춤형으로 제작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엔지니어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해 귀하의 팀과 최선을 다해 협력합니다.

•  기존 설계에 대한  
수정 불필요

•  샤프트 플랫

•  샤프트 길이 또는  
직경 감소

•  전면 장착 구멍

•  회전 방지 기능

•  새로운 권선

•  복잡한 샤프트

•  사용자 지정 도구 
드라이버

•  샤프트 봉인

•  특수 금속, 코팅 
또는 베어링

•  새로운 라미네이션

•  통합 하우징

•  통합 컨트롤러

•  고온고압 처리 
인코더

표준

특정한 의료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표준 모터

낮은 사용자 지정

소재 제거로 표준  
모터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

중간 사용자 지정 
기존 설계에 대한 
실질적 수정

높은 사용자 지정

완전한 사용자  
지정 기계 또는  
전기 설계

8-16주

14일

7일

주문

복잡성

모
터

 맞
춤

 제
작
을

 위
한

 리
드

 타
임



맞춤형 설계. 완벽한 솔루션.
완벽하고 강력한 솔루션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맞춤형 모터와 살균 액세서리를 연결합니다.

살균 인코더
특징:

•  2,000회 이상의 살균 주기를  
견디도록 설계 및 테스트

•  안정적인 비접촉식 자석 감지

•  다축 감지로 독특한 형상 가능

•  로터 자석의 감지 기능으로 추가 
구성품 최소화

•  최대 속도 60,000RPM

•  3.3V 공급

맞춤 옵션
•  6단계 정류(U, V, W)를 위한 홀 센서 
신호

•  10비트 증분 인코더 
(A, B, Z){1024 라인 해상도}

•  11비트 유효 해상도 절대 각 
인코더{2048 라인 해상도}

•  SPI 직렬 인터페이스를 통한 절대 
위치 출력

•  소음 환경을 위한 차동 출력

•  삽관을 위한 축 분리 장착

살균 기어헤드
특징:

•  정밀 기어헤드는 모든 표준 Portescap 
수술 모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성능 및 안정성을 위해 제작 

•  다양한 일단계 및 다단계 기어헤드로 
특정 속도/토크 요건 충족

•  효율적인 속도 감소 및 토크 증가

•  3,000회 이상의 살균 주기를 견디도록 
설계 및 테스트

•  Portescap의 업계 선두 수술 모터의 
높은 속도와 토크를 견디도록 제작

맞춤 옵션
•  단계 조합으로 특정 속도 및 토크 
요건 충족

•  삽관(중공 샤프트)

•  사용자 정의 출력 형상: 십자 핀, 
도구 드라이버, 리드 스크류, 동심 
또는 편심 출력

•  사용자 정의 구성품 소재 
(예: PEEK, 탄화물)

•  동적 샤프트 봉인

•  대안 윤활/그리스

살균 컨트롤러
특징:

•  속도와 방향 자기 제어

•  일반적인 니켈-수소 및 리튬-이온 
배터리 전압과 호환 가능

•  1,000회 이상의 살균 주기

•  쉬운 공구 통합을 위한 한 손에  
들어오는폼 팩터

•  75A 전류 제한 기능 

•  모든 Portescap BLDC 수술용 모터와 
사용하기 위해 20A 연속 전류 허용 



업계 선두 성능 및 안정성 
Portescap은 수술용 도구 설계자를 위한 강력한 살균 모터를 제공하는 시장 리더입니다.

•  이상적인 토크 및 속도: 완전 맞춤형 살균 모터는 최대 토크 6.5Nm 및 최대 속도 
100k RPM을 발휘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  독점 캡슐화: 내부 구성품의 탁월한 보호로 안전성, 안정성, 환경 보호 극대화

•  뛰어난 열 방출: 슬롯형 모터 권선의 열 방출 기능은 대다수 무슬롯 살균 가능 설계에 
비해 더 뛰어나므로 더 높은 토크 밀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밀성: 정확한 속도 또는 위치 제어가 필요한 응용 분야용 살균 인코더와 
같은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설계

수술 의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성능. 
현장에서 수년간 지속 가능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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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성능을 위한 맞춤형 엔지니어링.

설계 엔지니어에게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전화해 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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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특정 응용 분야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품 사용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상표 자산은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Lit 코드: 0217 V11012018Kor_A4

북미
110 Westtown Road
West Chester, Pennsylvania 19382
U.S.A.
전화: +1 610 235 5499
sales.america@portescap.com
https://www.portescap.com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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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portescap.com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 타워 30층
3033호
전화: 82-2-6001-3247
sales.asia@portescap.com
http://www.portescap.kr

South America
Avenida João Paulo Ablas, 2970
Jardim da Glória – Cotia, SP
06711-250 – Brasil
전화: +55 11 3616-0199
vendas@portescap.com
http://www.portescap.com.br

중국
4th Floor, Building 9, No 518,
North Fuquan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5
P.R. 중국
전화: +86 21 8028 1516
sales.asia@portescap.com
http://portescapmotor.cn

일본
28F Shinagawa Intercity Tower A
2-15-1 Konan, Minato-ku
Tokyo 108-6028 Japan
전화: +81 3 6717 4155
sales.asia@portescap.com
http://www.portescap.co.jp

유럽
Rue Jardinière 157
Case Postale
CH 2301 La Chaux-de-Fonds
스위스
전화: +41 32 925 62 40
sales.europe@portescap.com
https://www.portesca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