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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 모터는 생명에 중요한 응용 제품을 지원합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인공 호흡기 및 주입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관리 장비와 실험실 

분석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Portescap은 수십 년 동안 의료 기기 및 임상 진단을 위한 소형 모터 및 정밀 모션 제어 솔루션의 

선도적인 전문가였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없는 시간에는 기술적인 전문지식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활한 상대를 물리 치기 위해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협업, 속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Portescap을 COVID-19와 싸우는 강력한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Portescap의 엔지니어 팀은 생명을 구하는 맞춤형 모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기기 제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전 세계 제조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Portescap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소매를 감아 의료계를 

위해 일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ltra Industrial Motion의 일환으로 

Portescap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연속성 태스크 포스와 전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Portescap 팀은 COVID-19와의 싸움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주입 펌프, 임상 진단 장비, 그리고 많은 

다른 의료 장비들을 만드는 모터를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에 따른 의료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기기 제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직원, 고객 및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세계 보건기구 

(WHO) 및 국가 보건 기관과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의 모범 사례 권고를 따릅니다. 가상 회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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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확보 및 작업 교대 팀을 포함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 생산 및 실행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팀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있습니다. 삶을 개선하고 향상 시키며 생명을 구하는 모터를 만들기위한 

Portescap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Portescap 소개  

Portescap은 코어리스 브러시 DC, 무브러시 DC, 스테퍼 캔 스택, 기어 헤드,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디스크 자석 및 하이브리드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초소형 및 특수 모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Portescap 제품은 70년 이상 다양한 의료 및 산업 분야, 생명 과학, 계측, 

자동화, 항공 및 상용 응용 분야에서 다양한 모션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Portescap은 미국, 세인트 키츠 및 인도에 제조 센터를 두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및 스위스에 

R&D 센터가 있는 글로벌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portesca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