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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TEK 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생산적인 세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제품 혁신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활동하는 틈새 시장에서 품질 및 성능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견고한문화, 재능 있는 직원 및 확장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AMETEK 은 기회를 만듭니다. 고객이 동종 최고의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요구되는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의욕 넘치는 직원들이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문화를 밑거름으로 도전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직업 경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주들이
지속 가능하고 끊임 없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측면에서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운영 우수성, 신제품 개발, 글로벌 및 시장
확장, 전략적 인수의 4 가지 성장 전략을 통합하는 AMETEK
성장 모델에 따라 실현됩니다. 성장 모델의 각 요소는 다른
요소를 뒷받침하고 더욱 강화하여 번영을 위한 유연성,
지속성 및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90 년 이상 동안 AMETEK 의 성공은 지속적인 성장,
탄력적인 조직 및 우수한 주주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우리 능력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고객, 직원, 공급업체, 지역 사회 또는
투자자로서 AMETEK 의 모든 이해 관계자는 미래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직원들이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글로벌 팀은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치, 유지 및 개발함으로써 적응, 혁신 및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연결된 협동적 업무
환경을 통해 직원들은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삼습니다. 윤리와 성실, 타인에 대한 존중,
다양성과 포용력, 팀워크, 사회적 책임이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AMETEK 은 항상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중대한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강력하고 일관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어가면서 회사의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는 기술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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