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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분수쇼
맥슨 모터는 고품격의 정밀한 드라이브 컴포넌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고객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독일을 한 번 자세히 보자면 맥슨의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분수쇼에 복합 기술을 사용합니다

높이에 달하는 물기둥을 분수가 쏘아 올리고 아름다운 형상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물

분수가 서로 교차하며 때론 조화롭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수많은 분수가 펼치는 이러한 분수쇼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아부다비 그리고 중국에서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말입니다

모두가 높은 정밀성과 세부적인 데까지 꼼꼼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프로젝트

맥슨도 이제 이 워터월드 에 발을 들여 놓으려 합니다 독일의 제사우 에

위치한 생산지에서 엔지니어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노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델보다 더 가볍고 정밀합니다 맥슨에게는 좀 특이한 임무입니다 어쨌든 이 드라이브

전문업체는 정밀한 모터 기어 엔코더 및 제어 기술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 맥슨은 워터 제트의 전반적인 조립 기구를 독일 고객인 레이져쇼 테크닉사에

공급합니다 설계 가공 및 조립까지 모든 것이 제사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설계기사인 마티아스

마미어 는 말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상당히 좋은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고객의 요구와 제안에 신속하게 응해 주는 파트너는 단 하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일에 완전히 잠겨 있는 모터

높은 요건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은 큰 장점입니다 이는 워터 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모든 부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되어 물속에서도 녹이 슬지 않아야

합니다 바닷물 또한 구성 부품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맥슨의 엔지니어들은 층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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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머신으로 고품질의 금속을 매우 정밀하게 가공했습니다 그 결과 소위 워터 노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매니폴드 블록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 작업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동료인 로타 쉐러 는 말합니다 크롬을 다량 함유한 금속을 가공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의 경험을 요한다

워터 제트의 전반적인 운동 시스템도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은 각각 한 개의 모터 기어 유닛에

의해 움직이고 오일에 완전히 잠겨 있는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가

냉각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과부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이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생분해성이긴 하지만 물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한 개의 브러시리스 모터와 한 개의 단 플래너터리 기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어의 길이는 짧습니다 결국 제사우에 위치한 맥슨은 표준형부터

특수 제작형까지 모든 종류의 기어를 제조합니다 사진 참조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전기 제어장치

맥슨 제사우는 지난 년 간 워터 제트를 개발했으며 곧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제 세대 제품으로 지난 초기 단계의 결함을 없앴습니다 신규 제어장치는 울퉁불퉁한 곳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사구가 호수의 바닥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오일에 잠긴

드라이브의 밀봉장치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기구의 조립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프로토 타입을 조립한 마쿠스 드링어 는 특히 마지막 사항에

기뻐합니다 워터 제트는 의 무게로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가벼운 무게는 전기로 작동되는 워터 노즐의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요컨대 유압식 유형은

개당 약 에서 정도 나갑니다 그 외에 크고 시끄러운 오일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기 워터

제트는 이와 같은 장치가 불필요한 데다 훨씬 빠르기까지 합니다

는 이러한 장점으로 분수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맥슨이라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드라이브 전문가가 아닌 그 이상의 파트너

제사우에 위치한 맥슨의 공장에서는 워터 제트의 기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립 기구가 개발되고 설치됩니다. 

  

사진 maxon motor/필립 슈미들리(Philipp Schmid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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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판 로쉬 편집자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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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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워터 제트 좌 의 모터에서는 의 출력 전력을

제공하는 브러시리스 모터 플랫이

중요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높은 토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모터는 각각 한 개의

플래너터리 기어 와 결합되어 있고 단이며

간단히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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