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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초소형 모터 선택 
 
Portescap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고유의 동작에 기반한 소형 모터 

제공을 위해 설계된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인 MotionCompass™ 

(www.motioncompass.com )를 

출시했습니다.  매개변수(속도 및 

토크)를 입력하면 여러가지 기술의 

권장 모터를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권장 옵션에서 전기 및 기계 사양, 

속도 대비 토크 곡선 및 성능 

차트를 비롯한 풍부한 독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생성되며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제품을 선택하고, 성능 지표를 검토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tionCompass에는 4가지 주요 성능 매개변수(속도, 효율성, 출력 및 전류)에 중요도를 

할당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응용 프로그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능형 알고리즘은 일련의 이상적인 모터 솔루션을 추천하여 응용 

프로그램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추가적으로 직경, 베어링 유형, 효율성과 전류 요구 사항, 

피드백 옵션 등과 같은 모터 매개변수를 통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맞는 

추천 옵션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MotionCompass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제품 추천 기능으로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고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맞는 최적의 모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한 샘플 주문없이 온라인상에서 정밀하게 응용 프로그램 매개변수를 

http://www.portescap.com/
http://www.motioncomp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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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에 끼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카탈로그 데이터를 확인하던 과정이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으로 

인해 단 몇 분간의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되었으며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Portescap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Dave Beckstoffer가 말합니다. 

 

Portescap은 현지 응용 프로그램 지원 팀 및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 고객이 응용 

프로그램에 맞는 최적의 모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ortescap 소개 

Portescap은 의료 및 산업 분야의 모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브러시 DC, 브러시리스 DC, 스테퍼 캔 스택,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디스크 자석 및 gearhead/encoder/drive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자 

초소형 제품 기술을 통해 성능이 중요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ortescap 제품은 

의료, 생명 과학 및 임상 진단, 계측, 자동화, 항공 및 보안 분야와 같은 다양한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모션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Portescap은 미국, 세인트 키츠 및 인도에 제조 센터를 두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및 

스위스에 R&D 센터가 있는 글로벌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ales.asia@portescap.com  
www.portesc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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