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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이 토크 브러시리스 DC 모터는 정형외과 큰 뼈 시술을 위한 향상된 열 특성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Portescap에서 큰 뼈 외과용 전동 핸드 툴스를 위한 최신 수술용 모터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이 새로운 크기 12(31.5mm 직경) 미니 모터는 캐뉼러 및 비캐뉼러 

옵션을 제공하는 9.6V, 12V 및 14.4V 버전으로 제공되며 조밀한 외피로 최대 

1,720mNm의 피크 토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스펙을 결정짓기 위해 여러 번의 신속한 반복이 중요한 경우 중요 

설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모터 샘플을 주문 후 2주 이내에 발송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외과용 드릴, 왕복 톱, 진동 톱, 시상 봉합 톱 및 리머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또한, 크기 12 모터는 로봇 수술 응용 분야, 수술 톱 

드라이버 및 외골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rtescap의 수술용 전동 공구를 위한 브러시리스 DC 슬롯형 초소형 모터는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 처리되는 고온고압 처리 및 세척과 같은 혹독한 외부 환경에서 

고정자 권선 및 전자 장치를 캡슐화 및 보호하는 고유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또한, Portescap은 수술용 전동 핸드 툴스에 필수적인 고전압 

보호를 위해 의료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권선을 절연합니다. 

 

Portescap은 20년 이상 수술용 전동 공구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중요한 성능을 위해 

맞춤 설계된 초소형 모터를 공급해 왔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샤프트, 도구 드라이버, 맞춤형 감속 비율, 샤프트 코팅 및 봉인, 맞춤형 

내장 하우징, 간편한 플러그 앤 플레이와 안정성 향상을 위한 핀 아웃 연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엔드 벨 설계)의 제작에 모두 필요한 높은 토크, 안정성, 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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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및 소유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어려운 모션 요구 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드라이버 시스템을 다양한 감속 비율의 고온고압 멸균이 가능한 기어헤드, 

고안고압 멸균 가능 인코더 및 고온고압 멸균 가능 컨트롤러와 결합하여 응용 분야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버는 다양하게 제공되어 고객의 다양한 

안정성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Portescap 모터는 ISO/OSHA 인증 시설에서 

제조되며, RoHS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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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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