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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의 접촉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생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가까운 
행성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년에 유럽우주기구 는 두꺼운 열 차폐가 장착된 태양 궤도선을 
우주로 보냅니다. 

이는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태양 궤도선은 점차적으로 궤도를 

변경하면서 금성과 지구의 스윙바이 를 통해 태양으로의 거리를 

까지 좁혀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비행장치도 태양에 이렇게 

가깝게 접근한 적은 없습니다. 지구로 귀환하는 길은 세 배나 더 길어질 것입니다. 

태양 궤도선에게 그리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전방에는 태양이 작열하고, 520 °C 까지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 외의 다른 쪽에서는 우주의 치명적인 추위를 겪습니다. 

태양 폭발의 비밀 

태양 궤도선은 유럽우주기구 와 미국항공우주국 의 공동 프로젝트로 태양 

탐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태양이 태양계 행성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생명 

및 날씨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양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풍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 폭발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또한 태양계 밖까지 이르는, 하전입자의 태양풍으로 인해 거품처럼 부풀어진 태양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년에 미국의 로켓과 함께 탐사선을 발사하면, 작업을 시작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3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태양 궤도선은 태양과 태양의 표면 및 극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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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탐사선에는 약 십여 개의 카메라와 

측정기구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및 서브 시스템 중 일부는 스위스의

로잔 에서 개발 및 제조되었습니다. 알마테크 사는 전자를 

가속화시키고, 이를 깊은 우주 공간 속으로 전송하여 태양 폭발을 관찰하고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X선 망원경인 STIX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위한 선글라스 

사람이 태양을 직시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측정기구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태양 궤도선상의 복사 강도는 지구보다 배나 더 높습니다. 열을 차단하는 역할은 주로 

늘 태양을 향해 있는 열 차폐가 담당합니다. 열 차폐에는 측정하는 동안 기구들이 태양을 

잠시 엿볼 수 있도록 열리는 감시 창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태양 복사열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TI 의 경우에는 태양 폭발 시 베릴륨 필터와 알루미늄 망사가 

두 개의 모터에 의해 32 개의 탐지기 앞으로 옮겨집니다. 이 두 개의 DC 마이크로 

드라이브는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또는 개별적인 구동인 가능하며, 십 

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 시간만큼 미션은 지속될 것입니다. 

알마테크사에는 네 명의 엔지니어가 STIX-DEM라는 이름의 탐지기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혀 제조되지 않았던 장치를 개발하는 동시에 

여러 테스트를 통해 성능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다."라고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인 파브리스 롯트마이어 (Fabrice Rottmeier) 는 말합니다. "우주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역시 매우 좋은 동기를 부여한다." 

"이전에 전혀 제조되지 않았던 장치를 개발하는 
동시에 여러 테스트를 통해 성능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다." 

가벼운 드라이브의 장점 

우주 프로젝트에서 무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맥슨의 모터가 여기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롯트마이어는 말합니다. "맥슨의 드라이브로 우리는 무게가 200g 보다 

적고,시동할 때의 진동을 문제 없이 견뎌내는 차폐를 제조할 수 있었다." 더욱이 명성 있는 

맥슨 모터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 또한 모터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맥슨 모터의 엔지니어는 언제나 유연하면서도 최상의 서포트를 

제공한다." 

기구들을 잠시 태양에 

노출시키는 태양 

궤도선 개구부의 열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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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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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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를 위해 제조된 맥슨의 

이미 NASA의 로버 미션에 사용된 큰 

형격인  및  모터와  

 모터와 함께 맥슨은 우주 실험 

위한 입증된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코어리스 와인딩 방식과 고품질의 자석이 

% 이상의 효율을 책임집니다. 우측: 

태양광 감쇠를 위해 사용된 알루미늄 슬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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