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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위 킬로미터
국제 우주정거장 은 기술력의 성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위치한

연구소에서는 실험 로봇 등에 의 드라이브 시스템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은 년전부터 이미 지구 위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우주정거장은

국제연구소로서미국의 러시아연방우주국 유럽항공 우주국 및

캐나다 항공 우주국 과 일본의 항공 우주국 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의개통이후로 명의우주비행사들이연구소확장및수많은연구를진행하기

위해 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년 이후로는 개국에서 개 이상의 실험이

실현될수있었습니다 이를통해 식물이중력없이적응하는방법과우주에서사람의근육과

뼈가 부러지는 이유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의 면역세포가 움직이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 비행사들의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면역 체계는 노인의 감퇴한 면역 체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루체른 대학의 팀장인 알렉산드라 데쉬반덴 씨의 설명입니다 이

팀에서는 년 월 초 드래곤 캡슐과 함께 두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로

보냈습니다 내에서 선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장비들에는

다양한 실험 장치들이 해당됩니다 우주 비행사의 작업을 대신하거나 옆에서 보조하는 로봇

또한결정적인역할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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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로봇 실험

이와 같은 실험 로봇의 이름은 의 로봇 실험 로 년부터 년까지

의 일본식 모듈 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항공 우주국 에서 이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새로운 로봇 세대 우주로봇 를 개발함으로써

우주정거장의 외피 및 내부를 다니며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로봇의 특별한 기능으로는 케이블 지지 시스템에 기반한 특수 이동 모드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핸드레일갈고리에부착하면우주비행사들이안전하게외부작업을수행할수

있습니다 이동식로봇에는연장가능한로봇식팔이있으며 이로봇팔끝에는최대세개의

정점에안전케이블을설치할수있는로봇핸드가장착되어있습니다 이를통해로봇은마치

거미처럼 표면 위를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로봇은 지구 기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므로

대원의지원은필요로하지않습니다

REX-J는 ISS의 외피에서 마치 한 마리의 거미처럼 안전케이블을 따라 

움직이며 핸드레일을 앵커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이 로봇은 하나의 로봇 

팔로 스스로를 고정하며 케이블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케이블의 길이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움직임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시스템

에서는 동시에 다양한 맥슨 모터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연장

가능한 로봇 팔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로봇의 팔목에는 수직과 수평 두 가지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관절과 팔 안에는 브러시리스 모터 플래너터리 기어 및 엔코더가

장착되어있습니다

이모터의전자식제어장치는로봇팔끝에설치되어있습니다 기타맥슨드라이브시스템은

로봇의회전장치내부및캡슐 롤업장치 안에장착되어있습니다

 

와 함께한 실험들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는 이 로봇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미래에는 우주정거장에서 매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피의 손상을 식별하기 위한 장치의 모니터링과 우주정거장 외관 검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주 내 거대한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우주로봇들이구성되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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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야쉬츠

자세한정보는다음연락처로문의하십시오

전화번호

팩스

트위터  

 

맥슨모터의다양한제품 당사의매거진 에서흥미진진한맥슨모터

애플리케이션을찾아보실수있습니다 지금무료로주문하시거나

태블릿에서의이용을위해서는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또는윈도우

스토어에서무료로다운받으세요 기타정보

로봇의 손목 안에는 브러시리스 EC-max 모터, 플래너터리 

기어 및 엔코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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