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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의 Athlonix™ 10NS 브러시 DC 모터로, 출력 저하  

없이 장치 및 기기 크기 축소 
 

 

Portescap에서는 10NS 브러시 DC 초소형 모터를 도입했습니다. 이 브러시 DC 모터는 

뛰어난 속도 대비 회전력 성능을 제공하며 동급 모터에 비해 더 작은 크기로 높은 공칭 

회전력과 최대 0.7W의 높은 출력을 보장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높은 성능을 가진 기계 및 장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와 무게 혹은, 배터리 

수명과 장비 라이프 사이클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품 매니저인  Sunil Kumar에 따르면 “Athlonix™ 플랫폼의 일부인, 초소형 10NS 브러시 

DC 모터에서는 최적화된 자립형 코일 및 자기 회로를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코어리스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이러한 설계는 모터가 출력 밀도를 극대화하면서도 모터 

수명 동안 한결같은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10NS 초소형 

모터는 의료 펌프, 이미지 분광기,  토지 측량 장비와 보안 및 접속 응용 분야를 포함한 

의료기기 및 장비 장치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고출력 밀도 모터는 최대 0.9mNm의 최대 연속 회전력으로 더 높은 내구성과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높은효율이 유지됩니다. 이 모터의 무게는 단 16g(0.56oz)이며 출력 전력은 

최대 0.7W입니다. 

 

10NS 브러시 DC 모터는 다양한 크기 및 비율의 증분 인코더 및 기어 헤드와 

호환가능하므로 응용 분야의 광범위한 필요 사항을 충족하며, ISO 인증 시설에서 

제작되고, RoHS를 준수합니다. 추가적인 사양 및 신속한 샘플이 필요하면 Portescap의 

영업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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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사 소개 

Portescap는 코어리스 브러시 DC, 브러시리스 DC, 스텝퍼 캔 스택, 기어헤드,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디스크 마그넷 및 하이브리드 스텝퍼 기술 등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소형 및 전문 모터 제품 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ortescap 제품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생명과학, 계측, 자동화, 항공우주 및 상업용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모션 컨트롤 

요구 사항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Portescap사는 미국, 세인트 키츠 및 인도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및 스위스에 연구개발센터를 가진 전 세계의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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