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혁신
AMETEK Land의 체온 측정 시스템은 작업 공간과 공공
장소에서 쉽고 방해되지 않은 방식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경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확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학교와 대학부터
사무실과 대중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하고 연결된 일터와 공공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공간이 생활하고 일하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고 AMETEK의 전문
기술력은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이끌어줍니다.

우리 팀은 글로벌 문제를 예측하고 극복할 수 있는 혁신과 선지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METEK Land의 혁신 및 기술 이사인 Peter Droegmoeller 박사에 의해 2003년에 최초의 인체 온도
측정 시스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Land 팀은 가장 최근에 VIRALERT 3 체온 측정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적외선 측정 기술에서 쌓은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사람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열과 관련된 상승된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사용자에게서 가능한 질병을 식별하고
현장과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스크리닝 시스템을 뒷받침합니다.

해결 과제

안전성을 높이는 탁월한 정확도 보장
사람이 발산하는 열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AMETEK Land의 시그니처인 초정밀 기준
소스가 VIRALERT 3의 핵심에 확실한 보장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탁월한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비접촉식 소형 자동 스크리닝 시스템이
원거리에서 온도를 측정하므로 사용자가
VIRALERT 3의 “스탠드 앤 스캔” 작동을 쉽고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불편하게 방해하지 않는 기술

사람을 스크리닝하는 데 단 2초가 소요되는
VIRALERT는 빠르고 단순하며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방해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공항, 기차역, 항구를 포함한 교통
허브와 학교, 업무 공간, 의료 센터 및
스포츠 경기장 등 많은 곳에서 VIRALERT 3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일상 생활에 안전과
확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ametek-land.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ametek.com에서 영감을 주는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세요.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는 기술과 혁신
AMETEK, Inc. 본사: 1100 Cassatt Road, Berwyn, PA 19312. USA | ametek.com
©2022 AMETEK,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