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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의 무브러시 DC 모터 생산 공장이 호흡기에 대한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호흡기용 무슬롯 무브러시 DC 모터를 제조하는 Portescap 의 생산 시설은 ISO 

13485:2016 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직의 관리 규정 준수는 일관되고 

엄격한 표준에 따라 제조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터 제어를 필요로 하는 

인공호흡기 OEM 에 더 큰 확신을 줄 것입니다.  

무슬롯 무브러시 DC 모터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가 ISO 13485 표준을 준수한다는 

확인은 많은 의료 기기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이 표준은 ISO 9001 에서 

확장되며 이후 초기 설계 단계부터의 부품 추적 가능성 및 위험 기반 접근방법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정의된 간격의 공정 및 

소프트웨어 검증은 물론이고 의료 기기 준수 및 규제도 요구됩니다. 관리 시스템 

인증서는 독립적인 위험 관리 및 품질 준수 회사인 DNV GL 에 의해 부여되었습니다.  

호흡기 및 의료 장비 제조업체에게 Portescap 의 ISO 13485 준수는 품질 관리 시스템에 

기여하여 설계, 개발, 제조는 물론 보관 및 유통 단계에서의 일관성을 포함한 측면을 

입증하도록 해줍니다.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72,000 평방피트에 이르는 Portescap 의 설계 및 제조 시설에서의 

ISO 13485 관리 시스템 준수는 Portescap 의 제품이 인정된 표준에 맞추어 생산됨을 

입증합니다. ISO 인증은 안전은 물론 의료 기기 생산 공정 표준에 대한 보증에 

기여합니다.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Portescap 은 기존 공정을 검토하고 위험 완화는 물론 표준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공장 자체에는 1,100 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사내 기계 가공, 권선 및 사출성형 역량은 물론이고 ESD 안전 

어셈블리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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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 의 무브러시 DC 모터는 속도 및 제어 정확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호흡기에 

선호됩니다. 작은 점유 공간과 13mm 의 작은 직경을 가진 Portescap 의 무슬롯 무브러시 

DC 모터는 최대 90,000rpm 의 속도에서 1.7~275mNm 의 공칭 토크 정격을 가집니다. 

호흡기 제조업체에게 Portescap 의 무브러시 DC 모터는 높은 가속을 위한 낮은 관성은 

물론이고 무슬롯 설계로 인한 부드러운 동작도 제공합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배터리 구동식 기기를 위한 높은 효율성을 가집니다. 

 

Portescap 정보 

Portescap은 코어리스 브러시 DC, 브러시리스 DC, 스테퍼 캔 스택, 기어 헤드,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및 디스크 자석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초소형 
및 특수 모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Portescap 제품은 의료, 생명 과학, 계측, 자동화, 
항공 및 상용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70년 넘게 모션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ortescap은 미국, 세인트 키츠, 말레이시아 및 인도에 제조 센터를 두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및 스위스에 R&D 센터가 있는 글로벌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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