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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da release, 2020 년 2 월 27 일 

 

사이배슬론 매거진 특별호 발행 
5 월 2 일과 3 일,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열리는 사이배슬론(Cybathlon) 대회에서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에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맥슨은 이번 특별호를 통해 흥미진진한 사이배슬론 대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인공 장치의 발전 방향과 엑소스켈레톤은 어떻게 제작되며 또한 사이배슬론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달 남짓 남은 두 번째 사이배슬론 대회가 취리히에서 개최됩니다. 5월 2일과 3일 이틀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장애물 코스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6개 종목에서 엑소스켈레톤, 인공 장치 또는 전동 휠체어 등의 

보조시스템이 사용됩니다. 맥슨은 이 대회의 파트너사로서 대회 후원 및 팀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라운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대회에 기대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맥슨은 사이배슬론에 대한 

매거진 특별호를 발행합니다. 2016년 대회와 비교하여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한 사이배슬론 창설자인 로버트 

리너(Robert Riener)로부터 이 대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이배슬론 매거진 특별호에서 MIT 교수인 휴 허(Hugh Herr)는 암벽 등반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 의족을 

착용해야 했지만, 이를 다시 기회로 삼은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21세기에는 

인간에게 신체적 제한이 더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며 이 외에도 엑소스켈레톤 시스템을 개발 시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대회에서 맥슨 제품을 사용하는 참가 팀들을 소개합니다. 

맥슨의 사이배슬론 매거진은 maxonworld.com 에서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dia@maxongroup.com Tel. 02 3486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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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드라이브를 개발하는 스위스의 전문가 

맥슨 모터는 브러시 및 브러시리스 DC 모터를 개발 및 생산합니다. 기어, 엔코더, 제어기 및 통합 드라이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특히 맥슨 드라이브는 고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NASA 의 화성 탐사선, 수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및 정밀 산업 장비 등이 있습니다. 하이 테크놀로지 분야를 

선도하며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맥슨은 전 세계 9 곳의 

생산지에서 약 3,000 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30 여 개국의 판매망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맥슨 사이배슬론 매거진 특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