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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lease, October 6, 2020 
 

맥슨, 스타트업 기업 플라이보틱스(Flybotix)와 

초고효율 무인 항공기(UAV) 모터 개발 

정밀 드라이브 전문 기업 맥슨은 드론 스타트업 플라이보틱스와 협력하여 검사 드론을 위한 최적화된 출력의 

BLDC 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맥슨만의 노하우로 부품의 신뢰성과 품질이 더욱 중요해진 무인 항공기 

시장에서 선두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플라이보틱스는 두 개의 회전자를 적용한 ASIO 검사 드론을 개발하며 드론 시장 정복에 나섰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내 드론에는 맥슨의 브러시리스 DC 모터로 구동되는 특허 받은 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맥슨은 이를 위해 플라이보틱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량 및 출력 부분이 최적화되고, 특히 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SIO는 긴 임무를 수행하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 

도달하며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라이보틱스의 CEO 사미르 부압달라(Samir 

Bouabdallah)는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은 맥슨의 우수함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드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플라이보틱스는 스위스 로잔(Lausanne)에 위치한 EPFL의 혁신 공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맥슨도 

이곳에 연구실을 두고 있습니다. CEO이자 설립자인 사미르 부압달라는 EPFL과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ETH에서 15년 동안 드론 기술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팀과 함께 개발한 시스템은 

알고리즘으로 제어되는 2 개의 자이로가 장착된 구동 및 조향 장치입니다. “이 드론에는 헬리콥터가 가지는 

기체역학적 성능과 쿼드콥터가 가지는 기계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SIO는 보호 케이지로 둘러싸여 

있어 충돌로부터 안전하며 좁은 구역에도 접근할 수 있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온보드 카메라는 

리모컨에 장착된 고성능 디스플레이와 결합되어 있어 오일 저장 탱크나 지하 광산 또는 발전소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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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 비행체(UAV) 시장은 최근에 형성되었지만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플라이보틱스와 같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으며 검사, 농업, 보안 및 운송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축적된 초기의 경험과 실패를 바탕으로 무인 항공기와 그 구성품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맥슨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성능 드론 모터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스페셜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모터와 사용 가능한 속도 제어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드론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모터 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BLDC 모터와 모터 컨트롤러 및 프로펠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최대의 추력과 에너지 효율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슨은 

사미르 부압달라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교환하며 이렇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UAV 시장에서 맞춤형 드라이브 및 시스템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화제의 드론인 인제뉴어티(Ingenuity)는 2021년 화성에서 활약할 예정으로 여섯 개의 맥슨 DC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맥슨 미디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edia@maxongroup.com +41 41 662 43 81 

 

 

플라이보틱스(Flybotix) 드론 A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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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슨 BLDC 커스터마이징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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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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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곳의 생산지에서 약 3,000 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30여 개국의 판매망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라이보틱스(Flybotix): 

플라이보틱스는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입니다. 이 기업은 2020년 말 출시한 산업용 검사 드론 

ASIO를 개발하였습니다. 플라이보틱스의 비전은 드론이 자율적으로 비행하고 자신의 주변을 검사하며 그 

주변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스위스 내 100위 안에 드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플라이보틱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Venturekick, ESABIC Switzerland, Innosuisse, the Swiss 

canton of Vaud 및 Platinn network 등이 있습니다. 설립자이자 CEO인 사미르 부압달라(Samir Bouabdallah) 

박사는 15년의 경험을 가진 드론 전문가이며 플라이보틱스의 주요 협력 회사는 맥슨, Solvay, SGS, HEIG-VD 

및 스위스연방공과대학입니다.  

 
www flybotix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