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0층 3033호 • www.portescap.kr •  

전화: 82 2 6001 3247 • sales.asia@portescap.com 

 
 

수술 응용 분야를 위한 새로운 무브러시 슬롯형 모터  

500회 이상의 멸균 주기 제공 

 

Portescap은 수술 응용 분야를 위한 새로운 표준 프로토타입 모터 제품군의 출시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15개 모터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가격대로 수술 기기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Portescap의 새로운 SM 시리즈 수술 모터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모터는 

Portescap의 시장을 주도하는 멸균 설계 접근 방법과 수술 응용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술 

기기 시장을 위한 보다 저렴하고 꾸준히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터는 Powered 

Stapler, Large/Small Bone Orthopedic Tool, Arthroscopic Shaver, ENT Microdebrider 및 High Speed 

Neuro Drill 응용 분야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또한 로봇 보조 외과 수술 기기는 물론 기존 수술용 

공구에도 적합하고 배터리 구동 응용 분야용 Portescap 멸균 컨트롤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Portescap은 멸균 모터 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수십 년간의 개발과 수백만 건의 현장 

수술 덕분에 Portescap 모터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에서 뛰어난 수술 결과를 제공하는 검증된 

기능을 보유합니다. Portescap의 비용 효율적인 SM 모터는 500회 이상의 멸균 주기를 견디도록 

설계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형 모터는 0.5~1.23인치의 직경, 최대 97K RPM의 속도 및 최대 

17.5oz-in의 토크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 모터는 가벼운 무게와 적은 소음 및 진동으로 가장 정교한 

수술에서 촉감 응답 및 수술 의사의 제어를 극대화합니다. 

표준 프로토타입이 2주 이내에 제공되므로 Portescap의 파트너가 빠르게 테스트를 시작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Portescap의 R&D 엔지니어는 의료기기 통합에 매우 정통하고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한 파트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Portescap은 응용 분야의 정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모터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엔지니어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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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 소개 

Portescap은 코어리스 브러시 DC, 무브러시 DC, 스테퍼 캔 스택, 기어 헤드,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디스크 자석 및 하이브리드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초소형 및 특수 모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Portescap 제품은 70년 이상 다양한 의료 및 산업 분야, 생명 과학, 계측, 

자동화, 항공 및 상용 응용 분야에서 다양한 모션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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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