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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동력 공구 
외과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할 때, 배터리 구동식의 공구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공구들은 정확하고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천 번의 멸균 
사이클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모터에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사고, 골절, 응급 수술 등 수술실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최대한 잘 치료할 수 있록 집중하여 

신속하게 일합니다. 플레이트와 나사를 사용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집도의가 뼈 천공기를 들고 수술에 착수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전기 구동식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집도의의 시술 작업이 한편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동력 공구들은 예전 같으면 

사지를 절단을 해야 했을 심각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력 공구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수술 시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었고, 회복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조직 제거를 위한 높은 속도 

수술용 공구는 외견상 수공업자의 장비를 연상시키지만 정밀성, 열 방출성 및 진동 면에 

관해서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뢰성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동력 공구를 작동시키는 직류 모터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브러시리스 

DC 드라이브는 긴 수명과 높은 속도를 갖추고 있기에 여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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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들은 무엇보다도 외과 의사가 무릎이나 어깨 관절을 수술할 때 주로 조직이나 

연골을 깔끔하게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쉐이버(Shaver)(그림 참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술용 기구에는 하나의 긴 스테인리스 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끝에는 회전하는 칼이 장착되어 있는 개구부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로는 예를 들면 맥슨의 

브러시리스 가  플래너터리 기어와 결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터는 

의 회전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밀폐형이고 내부식성이 강합니다. 쉐이버는 

염분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외과 의사의 작업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모터는 열과 진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잦은 멸균 작업이 요구되는 DC 모터 

“수술용 공구에 사용되는 모터에 대한 작동 조건은 열악하다.” 맥슨 모터의 선임 프로젝트 

리더인 안토니 마이어 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이브는 매우 강한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과부하 상태에서의(토크 또는 속도) 높은 온도, 강력한 살균 

과정과 세척 조건으로 인한 습도 및 알칼리성 용액과의 접촉 등 또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맥슨의  모터와 드라이브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작동한다.” 

고 안토니 마이어는 말합니다. 

 

“수술용 공구에 사용되는 모터에 

대한 작동 조건은 열악하다.” 

안토니 마이어, 맥슨 모터의 선임 프로젝트 리더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DC 드라이브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계속되는 멸균 

과정입니다. 수술 도중 환자와 접촉하며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사용 전 대부분의 경우 

증기를 통한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기는 오토클레이브에서 분 동안 

공기압 , 습도 퍼센트에서 도 온도로 가열됩니다. 안토니 마이어에 의하면 

최근의 테스트들은 회를 넘는 증기 사이클을 견뎌낼 수 있는 모터의 생산은 주의 

깊은 재료 선정과 중요한 성분들의 보호, 예를 들면 차단되어 봉인된 로터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드라이브는 점점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며 

성능은 더욱 좋아질 것이며, 수술 작업이 더욱 정교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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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오는 맥슨의 제품 

 

 

맥슨의  기어  

직경 인 이 브러시리스 DC 모터는 

최대 까지 속도를 제공하며, 

밀폐형, 내부식성에 열 방출이 매우 

적습니다. 이 모터와 여기에 맞는 

플래너터리 기어 은 

오토클레이브가 가능합니다. 

맥슨의  

이 브러시리스  모터는 

폴페어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출력 밀도 

및 높은 토크를 자랑합니다. 멸균이 

가능한 드라이브 역시 과부하를 잘 견딜 

수 있기에 수술용 드릴로 아주 

적합합니다. 

 

 

저자: 슈테판 로쉬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팩스  

트위터:  

 

 

 

 

 

다양한 맥슨 모터의 제품 – 본사의 태블릿 매거진  에서 흥미진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윈도우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http://www.maxonmo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