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파트너와 고객님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셨길 바랍니다. 지난 몇 달은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계속 사용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Kodak Alaris 는 힘든 시기를 무사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갈 길은 여전히 멀지만,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당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전 세계 직원과 고객 및 파트너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저희는 제한이 없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정부 명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온전한 

상태로 강력하며, 중국 제조 현장은 거의 최대 생산 능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시설들은 

정부 규정에 따라 점차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지난 몇 개월간의 사업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Kodak Alaris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예방 

조치를 취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고, 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Kodak 

Alaris는 3월 회계 연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4월 및 5월 사업 결과는 Alaris 사업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어난 전 세계적 붕괴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인상적인 성과로, 저희 

예상보다 우수합니다.  

 

저희는 건강 관리, 물류, 정부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다른 유망한 성공 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과 파트너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완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영역에 전사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새로운 원격 근무 솔루션 세트는 재택 근무 고유의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귀하와 고객이 

연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Kodak Alaris 는 클리니컬 코딩을 오프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이 기반 병원에 원격 코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메드 X(iMed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병원은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병원 직원에 대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제니스 인텔리전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Xenith Intelligent Workplace Services)는 Kodak Alari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당사의 스마트 커넥티드 스캔 솔루션인 INfuse 기반의 사전 구성형 스캔@홈 

솔루션(Scan@Home Solution)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원격 근무자는 홈 오피스에서 회사 

시스템으로 직접 스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larisworld.com/en-us/insights/case-studies/kodak-alaris-and-imedx-work-together
https://www.alarisworld.com/en-us/about-us/newsroom/2020/kodak-alaris-patners-with-xenith-on-remote-work-solution
https://www.alarisworld.com/en-us/about-us/newsroom/2020/kodak-alaris-patners-with-xenith-on-remote-work-solution


 

당사의 버추얼 파트너 서밋(Virtual Partner Summits)에서는 700 명이 넘는 파트너가 Kodak Alaris 와 

함께했습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주최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가상 행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트너들은 이러한 중요 행사를 주최하는 데 사용된 기술과 

해당 행사에서 제공된 콘텐츠에 대해 좋은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놓친 경우, Kodak Alaris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맞아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연락하기 위한 솔루션을 모색함에 따라 

Kodak Alaris 는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지지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당사가 이번 역경을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Kodak Alaris의 대응 관련 최신 정보는 당사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돈 로프스트롬(Don Lofstrom) 

사장 및 총괄 매니저 

Kodak Alaris의 Alaris 사업부  

 

 

https://www.alarisworld.com/en-us/landing-page/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