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요약서

DrivePro® Extended Warranty –  
신뢰할 수 있는 유지보수 예산을 위한 보증

drivepro.danfoss.com

최대  

6년의  

보증 기간

오늘날의 설비가 직면한 극한 환경과 장
애 요인 때문에 최상의 성능을 자랑하
는 드라이브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댄
포스 제품의 안정성은 극대화된 가동
시간을 보장하고 DrivePro® Extended 
Warranty와 결합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지시간 감소
DrivePro® Extended Warranty 계약을 통
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
접적인 지원 덕분에 일반적으로 60%의 
중지시간 감소가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
한 가동중단 이후에도 고객의 공장은 심
지어 더욱 빠른 속도로 가동되며 이러한 
실질적인 생산성은 기존 공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장의 보증 기간
최대 6년의 보증 기간으로 업계에서 가장 
긴 보증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심 가능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용 중인 드라이
브가 매우 적은 비용 또는 무상으로 신속
히 수리되거나 교체되므로 안심할 수 있
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와주는 댄포스 담
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예산 사전 파악
최대 6년간의 연간 드라이브 유지보수 비
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가
능성 덕분에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rivePro® Extended 
Warranty

DrivePro® Extended 
Warranty

Stay calm. You’re covered
모든 DrivePro® 서비스는 Danfoss 
Drives가 VLT® 및 VACON® 제품이 향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원
하도록 책임을 다한다는 믿음을 제
공합 
니다.
			최대 6년의 업계 최장 보증 기간
			제품군 단종 이후에도 최대 10

년간의 예비 부품 지원 가능
			연중 무휴 배달
			지정 담당자와의 직통 전화
			공식인증 공장 및 현지 기사
			순정 장비 교체용 부품

특징 이점

최대 6년의 보증 기간
– 예측 가능한 장기간의 비즈니스 사례 
– 신속한 대응 시간으로 극대화된 가동시간  
보장 

사전 합의 조건
–  매번 발주서 또는 작업지시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

–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시간 절약

정찰 가격
–  비용 절감
– 드라이브 긴급 지원을 위한 예기치 못한 비용 
최소화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와의 직통 전화
– 시간 절약 및 신속한 대응 보장
– 복잡성 최소화

순정 장비

–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드라이브 구성품 -  
TS 16949 인증 획득

– 100% 호환성 및 내구성
– 사용 중인 다른 장비에 최상의 보호 제공

http://drivepro.danfoss.com


적용 범위
DrivePro® Extended Warranty는 엄선된 
제품의 기본 보증을 연장합니다. 제공 가
능한 보증 기간은 2 - 6년입니다.

연장 보증은 부품이 정상적인 작동 조건 
및 올바른 환경에서 마모되었더라도 부
품 비용 및 인건비를 보증합니다.

다음과 같은 DrivePro® Extended 
Warranty 2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연장 보증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Danfoss Drives 공장에서의 수리  

또는 
	현장으로 교체용 제품 배송 

2.  현장 연장 보증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고객 현장 방문 수리 또는 
	고객 현장 방문 교체

발주 방법
새 인버터 주문 시 DrivePro® Extended 
Warranty를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온
라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주문할 수 있
습니다. 

새 인버터 발주 시점에만 DrivePro® 
Extended Warranty를 주문할 수 있습니
다. 인버터가 배송된 후에는 주문할 수 
없습니다. 배송 후 서비스 계약 옵션에 
관해서는 Danfoss Drives 영업점에 문의
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서 현지 Danfoss Drives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http://drives.danfoss.com/danfoss-
drives/local-contacts/

VLT® 인버터

VLT® Micro Drive FC 51
VLT® Midi Drive FC 280
VLT® HVAC Drive FC 102
VLT® Refrigeration Drive FC 103
VLT® AQUA Drive FC 202
VLT® AutomationDrive FC 301/302
VLT® Lift Drive LD 302
VLT® Advanced Active Filter AAF 006
VLT® Decentral Drive FCD 302
VLT® DriveMotor FCM 106/FCP 106
VLT® OneGearDrive OGD
VLT® Soft Starters MCD 100/201/202/500

VACON® 인버터

VACON® 20
VACON® 20 Cold Plate
VACON® 20 X
VACON® 100 Industrial 
VACON® 100 Flow 
VACON® 100 X
VACON® NXP Liquid Cooled Drive 
VACON® NXP Liquid Cooled Enclosed Drive 
VACON® NXP Liquid Cooled Common DC Bus 
VACON® NXP Air Cooled 
VACON® NXP Common DC Bus 
VACON® NXP Grid Converter 
VACON® NXP System Drive
VACON® NXC

가용성  
DrivePro® Extended Warranty는 다음과 같은 제품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중인 제품이 목록에 없으면 가까운 Danfoss Drives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DKDD.PFP.406.A4.39 © Copyright Danfoss Drives | 2017.11

http://drives.danfoss.com/danfoss-drives/local-contacts/
http://drives.danfoss.com/danfoss-drives/local-conta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