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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온도
검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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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확한
온도 검사
VIRALERT 3 통합 검사 시스템
정확성

안전성

• 고정된 교정 소스로 신뢰성 보장
• 70년 이상 축적된 업계 전문 기술로 지원되는 시스템
• 최고의 모니터링 지점을 찾는 자동 얼굴 감지 기능

• 비접촉 온도 모니터링 카메라
• 피부 온도 상승을 즉시 감지
• 사회적 거리 두기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스캔

경보

02

간편성
• 직관적인 사용자 제어
• 잘 들리는 경보 및 검사 알림음
• 자동 작동 옵션

인체 온도 검사 시스템

어디서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

건강 관리

상업적

사무실과 제조업

공공 교육

운송

스포츠와 레저

잠재적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와
다른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 VIRALERT 3은 열이
나는 환자를 의미할 수 있는 체온이
올라간 방문자들을 출입문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VIRYERT 3 자동 검사 시스템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력화하는
휴대용 온도계와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거리에서 검사할 수

확인

있습니다. 시각 및 청각 경보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에
필요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AMETEK Land의 세계를 선도하는
온도 모니터링 전문가들이 10년
넘게 개발한 VIRALERT 3는 안전성,
정확성, 간편성을 갖춘 실시간 스캐닝
솔루션입니다.

국가 제약 도매상: “동료들은 이
제품을 설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영국 의료 센터: “우리는 이
제품의 검사 카메라와 모든
직원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사랑합니다”

경보
LANDVIRAL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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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선별
빠른 응답
간편한 사용
높은 정확도

– 원거리에서 즉각적으로 비침입 적외선 열 영상을 촬영
– 사람들의 이동 흐름을 늦추지 않고 방문자 모니터링
– 개봉 후 즉시 작업에 투입 가능
– 세계를 선도하는 온도 모니터링 전문가에 의해 개발됨

사양
정확도

시각적 영상 장치

1m 거리에서 ±0.5 C (±0.9 F)
o

CMOS 컬러 센서 12 프레임/초 모드에서 1.2MP(1280 x
960) 해상도

o

소프트웨어
자동 얼굴 감지 기능이 있는 연속 실시간 열 및 시각
이미지. 비정상적인 고온은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오디오 경보가 울립니다. 측정한 피부 온도에서 중심
온도를 계산합니다.

열 영상 장치

영상 장치

흑체 참조 소스

디스플레이 및 전원이 필요하므로 로컬 PC에 연결하세요.
10 ~ 50 oC (50 ~ 122 oF)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범용 전원 어댑터에서 5V DC(USB)로 작동되며, 고정 온도
참조 소스는 38 oC (100.4 oF)에서 ±0.2 oC (±0.3 oF)의 조합된
정확도/안정성을 갖습니다.

측정 범위가 30 ~ 45 oC(86 ~ 113 oF) 일 때 영상 장치는
39 x 31o 시야, 프레임 속도 <9Hz, 온도 분해능 <0.12 oC
(<0.22 oF)

고지 사항: 인체의 피부 온도는 광범위한 환경적, 생리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상승한 얼굴 피부 온도는 신체 중심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 중심 온도 상승은 얼굴 피부 온도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VIRALERT 시스템은 반드시 제조업체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 엄격하게 작동해야하는 정확한 과학적 시스템입니다. VIRALERT 시스템은
바이러스 또는 기타 질병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거나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AMETEK Land 열 영상 제품은
표면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승한 피부 온도를
감지하였다면, 그 발견 케이스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예: 승인된 의료용 온도계)
다시 한번 확증해야 합니다. 피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학적 징후인
열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서에 보이는 이미지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연락처
landviralert.com
land.enquiry@ame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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