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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멸균관절경 관절 셰이버 고속 기어모터, Portescap의 

수술용 모터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합류 

수술용 셰이버 모션 컨트롤 솔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소형 모션 솔루션 글로벌 공급업체 Portescap에서 최신형 관절경 관절셰이버 
기어모터, B0614A4의 출시 소식을 알립니다. 관절경 셰이버의 최신 솔루션 중 
하나인 이 새 모터 디자인은 Portescap이 25년 동안 쌓은 수술용 모터 솔루션 
관련 전문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 기능을 융합하며, 그 결과 전력 밀도, 속도나 
고온고압 내구성을 훼손하지 않는 매우 안정성 높은 모션 솔루션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이즈 6 브러시리스 DC 슬롯형 모터는 1,000번 이상의 의료용 세척기 및 
고온고압 사이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제품 고유의 출력 샤프트 씰 옵션은 
액체가 모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장비의 수명과 안정성을 늘립니다. 이 
프리미엄 모터는 두 종류의 표준 공칭 전압을 지원합니다. 

최대 14,000RPM까지 작동 가능하게 설계된 B0614A4는 이전 제품의 속도 대비 
100% 증가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06g밖에 나가지 않는 가벼운 모터의 
무게와 인체 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본 제품은 다루기가 용이하며 수술 의사의 
손에 가는 부담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이즈 6 
모터에는 속도 제어를 위한 통합 기어헤드와 홀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Portescap의 모션 솔루션처럼 B0614A4 또한 맞춤형 설계가 용이하므로 수많은 
동력형 수술 장비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SMS B0614A4 기어모터는 고속 셰이버 응용분야에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그중에서도 관절경 및 소형 뼈 셰이버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 모터는 엉덩이, 
무릎, 어깨를 포함한 관절 복원을 목적으로 한, 최소 침습적인 외과적 처치에 
쓰는 동력형 수술용 핸드 툴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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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portescap.com/ko-kr/
https://www.portescap.com/en/products/brush-dc-motors/all-dc-motors
https://www.portescap.com/en/products/brushless-dc-motors/all-bldc-mo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