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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모형 기차 제작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미니어처 기차는 실제 기차와 같은 

모습이며 견고하고 연속 구동이 가능합니다. 1:45 비율로 축소된 이 기관차는 몇 주 

동안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모형 기차 제작은 작은 디테일 다루는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황동, 강철,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수백 개의 부품이 사용되며, 모형 제작자는 이 수많은 부품의 조립과 납땜, 전선 

작업 및 나사 연결에 상당 시간을 투자합니다. 헤르만(Hermann) 사의 모형 제작자는 모든 

디테일까지 실제 기관차와 똑같은 1:45 비율의 기관차를 선보입니다. 

수작업의 모형 기차 

1953 년에 설립된 스위스의 헤르만 모델바넨(Hermann Modellbahnene)사는 O 형 스케일 

기관차 및 차량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스위스 유일의 기업입니다. 모형 제작에는 주로 6 명 

정도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인원이 더 충원되기도 합니다. 취리히에 인접한 대형 

작업장에서 다양한 기관차와 차량들이 제작되며, 이 중 대부분은 스위스 철도 SBB 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자 슈테판 뷔르키(Stefan Bürki)에 의하면 매년 약 20~25 대의 

기관차가 출고되며, 대부분은 고객 맞춤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약 80 여대의 철도 차량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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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층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다양한 지역의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 모두 헤르만 사 모형의 품질과 견고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기계적 

신뢰성에 큰 가치를 둡니다. 선로에 올려진 우리의 기관차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O 스케일의 팬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외관상 뛰어날지라도 

진열장에 진열만 해 두는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사의 모형 기관차는 구동이 

가능하며 까다로운 주행 모드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관차에 사용되는 DC 모터에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특히, 브러시 부분에 있어 

과열과 과전압을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슈테판 뷔르키는 “맥슨은 항상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기계적 신뢰성에 큰 

가치를 둔다." 

슈테판 뷔르키(Stefan Bürki), 매니저 

헤르만 모델바넨(Hermann Modellbahnen) 

맥슨 모터는 오래된 기관차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습니다. 

많은 모형 제작자들이 기관차에 사용된 모터를 맥슨 모터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비디오와 설명이 이를 보여줍니다. 헤르만 사의 고객 중에도 맥슨 모터를 

새롭게 장착한 기관차를 소유한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헤르만 사는 처음부터 맥슨 

헤르만 사의 기관차와 기차는 스위스 Wil 에 위치한 모델 레일로드 클럽 MEKW 의 O 스케일 시스템에도 

사용됩니다. 사진 © 다니엘 도러(Daniel Dorrer) 

 



3 Application Story 
 

모터를 신뢰하며 사용해왔으며 새로 출시되는 모형에도 맥슨 모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뷔르키가 이야기한대로 단지 브러시때문만은 아닙니다. “맥슨 DC 모터는 제어가 쉽고 

간단하며,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헤르만 사는 수년 간 

기관차 구동에 맥슨 DC 모터 A-max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는 최적화 설계와 

더불어 자동화 공정으로 가격 대비 매우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맥슨 DCX 

모터 또한 모형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구동과 긴 수명을 보장하는 DCX 

드라이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11 일 내로 출하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맥슨의 제품들 

맥슨 모터 A-max 22

6W, 그래파이트 브러시. 

자동화 공정으로 A-max 는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맥슨 모터 DCX 22 

14W, 그래파이트 브러시. 

DCX 모터는 고품질/고성능을 

보장합니다. 

슈테판 로쉬(Stefan Roschi), maxon motor ag 편집자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41 41 666 15 00 

팩스 +41 41 666 16 50 

Web    www.maxonmotor.com

트위터 @maxonmotor 

전화번호

팩스

 

http://www.maxon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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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n“-맥슨 모터 매거진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드라이브 테크놀로지와 올바른 드라이브 시스템 선택을 

위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