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야 쉬츠(Anja Schütz), © 2012 maxon motor ag 1/2 

 
 

확실한 보안을 책임지는 맥슨 모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50 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하며 평균 1 분 당 열 번 이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보안 시스템의 설치로 이러한 주거침입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사는 도난 방지를 위한 도어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맥슨 모터를 사용하여 보안장치의 잠금 및 해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절도범은 주로 현관을 통해 주택이나 아파트에 침입합니다. 25 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스페인의 
보안 도어 제조업체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사가 이를 위한 특별한 잠금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사가 개발한 특허 제품 길로틴 (Guillotine) 잠금 장치는 출입문을 양쪽에서 
잠그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문설주와 문에 용접된 보안 경첩과 육중한 스틸 블록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는 길로틴은 뛰어난 침입 방지 기능을 갖습니다.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사는 키 카드 또는 지문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다양한 보안 제품을 
제공합니다. 도어에 내장된 터치 스크린은 또 다른 특별한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디오로 
주택과 아파트로의 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보안 도어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안 도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잠금 장치입니다.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사의 특허 
보안용 잠금 장치는 맥슨 모터로 구동됩니다. 2002 년부터 최대 500W 급 고정밀 드라이브 시스템 제조 
업체인 맥슨의 모터를 자동 잠금 장치의 잠금 및 해제를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는 
거주자가 집을 나설 때 잠금 장치를 작동시켜 열쇠 없이도 문이 잠기도록 하며, 안에서 닫혀도 
자동으로 잠기도록 합니다. 다시 도어를 열 때는 손잡이를 누르기만 하면 다시 도어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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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시스템을 위한 고품질 모터 
보안 도어의 잠금 장치에 사용된 맥슨 모터는 
플래너터리 기어 GP 22 A 와 6W 급 DC 모터 A-max 

22 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모터의 속도는 최대 
6,740 rpm 입니다. A-max 모터는 고성능의 
알니코(AlNiCo)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며 맥슨 
모터만의 특징인 코어리스 권선 방식을 적용하여 
마그네틱 코깅 토크가 없고 전자파 방해가 적다는 
아주 특별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사는 맥슨 제품이 높은 신뢰성과 함께 
고품질, 고성능 및 긴 수명을 보장할 뿐 아니라 
서비스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저자: 안야 쉬츠(Anja Schütz), maxon motor ag 편집장 
적용 보고서: 1715 문자, 383 자, 사진 2 장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axon motor ag 
Brünigstrasse 220 
Postfach 263 
CH-6072 Sachseln 

전화번호 +41 41 666 15 00 

팩스 +41 41 666 16 50 

Web www.maxonmotor.com 

RUIZ LÓPEZ PUERTAS ACORAZADAS 
Calle Méjico, 36 19004 
Guadalajara, Spain 
 

전화번호 + 34 949 20 10 46  

팩스 + 34 949 20 19 08 

Web www.ruizlopezseguridad.com/en/ 

출처: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사진 1: 보안 도어의 잠금 장치에 사용되는 
맥슨 DC 모터 A-ma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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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사의 보안 도어는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2012 Ruiz López 

 

루이스 로페스 (Ruiz López) 

사의 잠금장치 동영상 

 

http://www.maxonmotor.com/
http://www.ruizlopezseguridad.com/en/
http://www.youtube.com/watch?v=qZKNBomlTWU&feature=player_detailpage
http://www.youtube.com/watch?v=qZKNBomlTWU&feature=player_detail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