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의 손과 함께하는 삶
불의의사고로손을잃은사람들에게일상생활은끊임없는싸움과도같습니다 그들에게는매우작은

일 조차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맥슨 브러시리스 모터가 사용된 최첨단 의수 미켈란젤로

손 의 도움으로 삶의질을되찾을 수있습니다

인간의 손은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손을이용해서작은톱니바퀴의조립부터 공던지기를비롯하여의사소통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사고로

손을잃은사람들에게있어생활의어려움은더욱큽니다 파트릭마이르호퍼 는근무중

사고로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왼손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목표를 제 머릿속에 세우면

저는 반드시 해냅니다 그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의수 덕분에

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모든상황에어려움없이대처할수있기때문입니다

불가능을가능함으로

미켈란젤로손이라는이름이붙여진그의의수는비엔나에위치한오토복 사에서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절단부 잔존근육의 근수축을 통해 일곱 가지의 그립 동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그릇을 올려 놓고 균형을 맞추는 일에서부터 달걀 집어 들기 메뉴판 들기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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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란젤로의수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미켈란젤로 의수의 사용자인 마틴 베를러 는

수많은동작들을이용해물건들을손쉽게집어들수있다고말합니다

오토복의 엔지니어들은 최대한 사람의 손과 유사한 의수를 제작하기 위해 다년간 힘써 왔으며 의수에

사용되는모든전자장치와기계장치를소형화하였습니다 그결과 무게는 으로착용감이매우편하며

외관뿐아니라악수를할때의촉감도매우자연스러운것을느낄수있습니다 이는부드러운동작이가능한

인공손목덕분입니다 그립장치의구동을위해서맥슨브러시리스모터 과 를사용하였습니다

은 엄지 손가락을 모터는 검지 및 중지를 작동시킵니다 약지와 소지는 모터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지 손가락에 장착된맥슨 모터에는 오토복의 특주 사양에맞춰제작된웜

샤프트가장착되어있습니다

사진 미켈란젤로의수로물건을집어들수있습니다

높은출력밀도의드라이브

맥슨 모터는 미켈란젤로의 개발 초기부터 특별 솔루션으로 오토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드라이브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높은 출력밀도와 저소음 구동이 필수이며 높은 축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맥슨의브러시리스 모터는이모든요건들을충족시키며긴수명을자랑합니다

안전한그립을제공하는센서

신체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또한 미켈란젤로 의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오토복은 전극을

이용하여절단부 잔존근육의 전기 펄스를측정하고이 신호를프로세서로 전달합니다 데이터전송을위한

액슨 버스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은 매우 빠르고 안전하며 사용자들에게

간편하고 쉬운 의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육을 긴장시킬 수록 손의 그립이 더 강해지고 빨라지며

동시에엄지손가락의센서는악력을측정하여사물이아래로떨어지려고하는순간정확한제어를가능하게

합니다



미켈란젤로의수

미켈란젤로 의수의 도움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다시 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토복의 한스 디이틀 대표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에게매우높은이동성과독립성을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를위해우리는매일노력하며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사진 의수미켈란젤로에 사용된맥슨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의출력은 입니다

저자

2,330 문자 521 자 사진 장

자세한정보는아래연락처에서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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