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y Calm. You’re covered.  
DrivePro® 서비스는 고객이  
항상 앞서갈 수 있도록 가치를 더합니다.

DrivePro® DrivePro® Life Cycle Services

처음부터

최적화

drivepro.danfoss.com

http://drivepro.danfoss.com


DrivePro® Life Cycle 서비스

 

Danfoss AC 드라이브 용 DrivePro®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사용중인 시스템을 100% 활용하십시오. 간단
한 문제해결,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또한 생
산성, 성능 및 가동시간을 능동적으로 개선합니다. 

Danfoss Drives의 종합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드
라이브의 전체적인 수명주기를 연장해 줍니다. 

DrivePro® 서비스는 전문가가 제공합니다.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
형으로 제공됩니다. 

DrivePro®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부가가치 제공: DrivePro® 서비스는 해당 공정과 비
즈니스에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효율성, 예측가능
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전영업 지원  교육

Stay Calm. You’re covered.

DrivePro® Retrofit

DrivePro® Exchange

DrivePro® Spare Parts

DrivePro® Extended  Warranty

DrivePro® Upgrade

DrivePro®  
Services 

DrivePro®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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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제공: DrivePro® 전문가들은 해당 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산업 및 비즈니스의 특성, 요구 및 요
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신 서비스 제공: DrivePro®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또는 교환의 형태로 모든 최신 혁신에 접근할 수 있
게 합니다. 당사는 어플리케이션 요구를 제대로 이해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자신 있게 추
천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하시면 기획 및 준비 시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각종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노하
우 또한 제공합니다. 당사 전문가는 항상 고객 곁에 
있습니다.

Stay Calm. You’re covered.

DrivePro®  
Services 

성능 개선

가동시간 향상

예산 건전성 개선

DrivePro® Remote Expert Support

DrivePro® Remote Monitoring

DrivePro® Preventive Maintenance

DrivePro® Start-up

DrivePro® Life Cycle

DrivePro® Remote 
Exper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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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Calm. You’re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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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Pro® Start-up 
지금 당장의 최적 성능을 위한  
드라이브 미세 조정

설치 및 작동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
니다. 드라이브의 안전성, 가용성 및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기동 중에 드라이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DrivePro® Preventive Maintenance 
예방적 조치 수행

설비 감사를 기반으로 한 유지보수 계획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당사 
전문가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고객을 위해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DrivePro® Remote Expert Support 
당사를 통해 모든 단계 지원 가능

DrivePro® Remote Expert Support는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통해 현장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 드라이브 전문가들은 안전한 
연결을 통해 문제를 원격으로 분석하므로 
불필요한 서비스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DrivePro® Remote Monitoring 
신속한 문제 해결 

DrivePro® Remote Monitoring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필요한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련 데이터를 모두 수집 및 분석하여 
공정에 영향을 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You’re covered 
- DrivePro® Life Cycle 서비스 제품 

DrivePro® Retrofit 
영향력 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

기존 드라이브 교체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제품 수명주기 종료 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DrivePro® Retrofit 서비스는 순조로운 교체 
과정 동안 최적의 가동시간 및 생산성을 보
장합니다. 

DrivePro® Spare Parts 
예비 부품 패키지로 사전 계획 가능

중대한 상황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일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DrivePro® Spare Parts
를 통해 항상 적시에 알맞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최대 효율로 계속 
구동할 수 있고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DrivePro® Extended Warranty 
오랫동안 안심할 수 있음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에서 가
장 긴 보증 기간,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간의 연간 드라
이브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DrivePro® Exchange 
신속하면서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결 대안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때 가장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중지시간 해결 대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드라이브 교체 
덕분에 가동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DrivePro® Upgrade 
AC 드라이브 투자자산 극대화

구동 중인 설비의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 교체 
시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용 중인 드라이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현장 평가, 
업그레이드 계획 및 권고사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을 확인하려면 가까운  
Danfoss Drives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drives.danfoss.com/danfoss-drives/local-contacts/

DrivePro® Spare Parts

DrivePro® Exchange

DrivePro® Extended 
Warranty

DrivePro® Retrofit DrivePro® Start-up

DrivePro® Preventive
Maintenance

DrivePro® Remote 
Expert Support

DrivePro® Remote 
Monitoring

DrivePro®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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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 지원

Danfoss Drives와 거래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유용하도록 특화된 교육 및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육 
드라이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당사
의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
객 개인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
키고 드라이브가 최대 성능으로 계속 구
동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또한 추가
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성능 개선 
또는 공정 중지시간 감소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각종 최신 트렌드, 방식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 누구나 제품, 서비스, 기술, 엔지니
어링, 도구, 산업 및 어플리케이션과 같
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당사 프로그램
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VACON® 브랜드와 VLT® 브랜드를 모두 
다룹니다.

�� 더 자세한 정보  
https://www.danfoss.com/en/
service-and-support/learning/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엑셀런스
Danfoss Drives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 
어플리케이션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사전영업 지원 전문가는 고객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매우 특화된 설비 또
는 고난이도 설비를 엔지니어링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
니다.

다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어플리케이션에 알맞은 전문가 
엔지니어링
�� 개발
�� 테스트 및 각종 문서

관심 있으십니까?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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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를 팔로잉하고 AC 드라이브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Stay Calm. You’re covered.
사용 중인 시스템의 생산성, 성능 및 가동시간 향상을 
위해 DrivePro® 서비스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DrivePro® 앱을 사용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서비스 
파트너를 검색하고 서비스 요청을 한 다음 사용 중인  
AC 드라이브를 등록해보십시오. 특정 드라이브의 제품 
정보, 사양 및 설명서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간단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완벽한 
제어 권한을 제공합니다.

http://drives.danfoss.com/downloads/#/
https://www.facebook.com/danfossdrives/
http://drives.danfoss.com/industries/#/
https://www.linkedin.com/company/danfossdrives
http://www.focusondrives.com/
https://twitter.com/DanfossDrives
https://www.youtube.com/user/danfossvltdrives
https://itunes.apple.com/dk/app/drivepro-app/id1204800963?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anfoss.drivep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