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물 위를 날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물 위를 날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솔라 보트 경주 레가타(Regatta)의 최대 

관심사는 지속 가능한 첨단 기술의 활용입니다. 올해 맥슨 모터 베네룩스는 

최상위권의 두 팀을 지원하여 보트 경주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솔라 보트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 회 솔라 보트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년 마다 열리는 DONG 에너지 솔라 챌린지 또한 지역

대회에서 세계적인 대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의 개 팀이 의 장거리

경주에도전하였습니다 혁신성및지속가능성에대한지식과전문성을갖춘참가팀들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승리를 위한 다양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맥슨 모터 베네룩스는 상위권의 두 팀인 CLAFIS Private Energy 솔라 보트 팀과 델프트

공과대학의 TU 델프트 솔라 보트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CLAFIS 팀은 년에 우승을 했고

델프트공과대학팀은 년에첫우승을한뒤 년후다시우승을차지한강팀입니다 특히

올해 델프트 공과대학에서는 수중익 Hydrofoil 을 사용한 새로운 방식의 특별한 보트를

선보였습니다

항공기 제조기술의 원리 

맥슨 모터는 델프트 공과대학과 함께 보트의 전방 수중익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항공기

제작에 이용된 원리를 사용하여 항해 시 보트가 수면 위에서 최적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맥슨 RE 25 모터 및 스핀들 드라이브와 차고 센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수면 아래에 위치한 선체의 하부 마찰 저항은 사람 손과 물의 저항과 같을 정도로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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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프트 공과대학의 보트

맥슨 모터가 보트의 전방

수중익 설계에 함께

하였습니다

사진 TU Delft

팀 대변인 레니 바커 는 우리는 년 동안 각기 다른 총 명의 학생들과

자전거처럼 조종이 쉽고 우승 확률이 높은 보트를 개발 제작한 후 테스트까지 해야 했다 며

보트 개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 

시합은 실제로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대회 첫 날에 모든 수중익선이 해초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델프트 공대 팀은 보트가 스콜로 인해 결승선을 미터 앞에 두고

뒤집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경기를 잘 치루어 냈습니다 스키퍼는 신속히 구조되었지만

일부의 전기 시스템이 물로 인해 배터리의 전력량을 더 이상 모니터링할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터리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팀은 위자리를놓치고결국 위로경기를마쳤습니다 하지만 델프트공대는특별한

수중익을 사용한 새로운 컨셉으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접목된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컨셉이다 라고 디자인 어워드의

심사위원장인 도우베 휴이테마 는 극찬합니다

델프트 공대 팀과는 반대로 솔라보트 팀은 경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아무런 위기 없이 일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접목된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컨셉이다

디자인 어워드의 심사위원

도우베 휴이테마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작업 

맥슨 모터 베네룩스의 총괄 매니징 디렉터 인 게르빈 고이케스

는 경기 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최첨단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새로운기술을접하고차세대엔지니어들의생각과앞으로의계획을알수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 엔지니어에게는 일상적인 일에 속하는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새로울 수 있으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이지만 재미도 아주 중요하다 한

팀에서 기술적인 도전을 해결하고 이런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잠재한 도전

정신뿐만 아니라 모험 정신도 일깨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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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오는 맥슨의 제품 

맥슨 RE 25 모터 

델프트 공대의 팀은 전방 수중익의

높이 조절을 위해 그래파이트

브러시가 장착된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터는

코어리스 와인딩 방식이며 고출력

밀도와 견고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맥슨 GP 32 S 기어 

맥슨 스핀들 드라이브 는

모터로 구동됩니다 기어에 내장된

스핀들은 높은 축하중을 위해

엑시얼 베어링이 장착되었습니다

맥슨은 사다리꼴 메트릭 스핀들

및 볼 스크류 옵션을 제공합니다

맥슨 EPOS2 위치 제어기 

맥슨의 위치 제어기는

브러시드 및 브러시리스 모터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작동 모드를

갖추고 있어 자동화 기술 및

메카트로닉스의 여러 시스템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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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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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Delft Solar Boat Team

전화번호

트위터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맥슨 모터 매거진 “ ”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맥슨 애플리케이션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http://www.maxonmotor.com/
http://www.aldeb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