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행성의 비밀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화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성 탐사선을 보내 화성의 생명체와 표면 온도 등을 조사합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은 지구가 형성된 이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대륙판도 계속 이동하며 산과 바다 평지를 형성합니다 이렇듯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형성 초기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는 화성을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지질 구조 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질 활동 또한 거의

없습니다 비록 과거 화성에 호수와 강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표면은 여전히 억년전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화성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화성이 지구와 동일한 생성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행성은 모두 분화 과정을 통해 암석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지구형 행성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때 메탈처럼 무거운 금속 성분이 행성 중심으로

가라앉아 행성의 핵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식어 굳어진 지각층으로 둘러 쌓인

맨틀이 생성되었습니다 금성과 수성 또한 지구형 행성이며 반대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가스 행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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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구멍을 뚫는 볼트 

화성의 형성 및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미국항공우주국 는 년

라는 이름의 로봇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는 착륙 후 고정

배치되어 내진 또는 혜성 충돌에 의한 화성의 지진 활동을 기록하게됩니다

혹은 두더지라고 불리는 이 볼트는 의 땅 속을 뚫고 들어가 행성의 열

방출량을 측정합니다 볼트를 개발한 독일 항공 우주국

의 프로젝트 매니저 유디트 앤헨 은 이 볼트를 땅 속을

뚫고 들어가는 못과 같다 고 표현합니다 두더지의 내부에는 모터와

플래너터리 기어 가 결합된 맥슨 모터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화성의

온도 변화와 모래 폭풍 및 희박한 대기 환경 등 까다로운 사용 조건에서도 화성

탐사선의 임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 모터에는 최대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 모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스프링을 감아 볼트의 힘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트는 지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작업은 몇 시간 정도 소요되며 한번 볼트를 구동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심도 있는 화성 연구를 위한 온도 데이터

지표면 열 방출량은 두더지와 연결되어있는 온도 센서 케이블을 이용하여 측정됩니다

이렇게 년 이상 측정한 지층의 온도 데이터를 통해 화성 표면의 열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디트 앤헨은 이 측정치는 행성을 특징짓는 근본적인 매개변수이며 볼트의

관입 속도로 지면의 공극률 및 밀도에 관련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성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성의 지면에서

볼트를

구동하는 맥슨의

드라이브 시스템에는

최대 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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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맥슨 모터 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동 환경에서 결정적 요소인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미션을 위해 강한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베어링의 용접 링과 조인트는

드라이브가 최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터와 함께

결합된 기어헤드는 시추 작업에 사용되는 가

사용되었습니다

저자 슈테판 로쉬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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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연구소

전화번호

트위터

맥슨 모터 매거진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드라이브 테크놀로지와 올바른 드라이브 시스템 선택을 위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http://www.maxonmo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