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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mpressor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Ingersoll Rand에게 맡기세요.
유지관리 비용의 번거로움을 해결해드립니다.
Air Compressor는 어떠한 산업 현장에서도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Air Compressor가 고장나거나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라인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품과 서비스 비용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구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PackageCare 계약을 하시면 연간 고정 금액만큼만 부담하시면 되므로
매년 Air Compressor와 관련된 예산 책정 작업이 용이합니다.
다만 Filter, Oil, Demister, Separator 등의 소모성 부품만 주기적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문제
아래의 도표와 같이 매년 Air Compressor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예기치 못한 큰 비용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해결
그러나 PackageCare는 예기치 못한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계약된 기간동안 일정한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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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Transfer Agreement & Life Cycle Solution
PackageCare 계약으로,
귀사의 손실은 Ingersoll Rand의 손실이고, 귀사의 이익은 Ingersoll Rand의 이익이 됩니다.
즉, Ingersoll Rand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 의식을 가지고 Air Compressor는 관리해드립니다.
과거의 서비스 계약은 Airend (Impeller, Diffuser, Bearing, Seal, Bull Gear) 등의 부품 비용만 보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Cooler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로 구매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증가하는 Down-time만큼 귀사의 Business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PackageCare를 계약하게 되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미리 Cooler의 정비 시점을 파악하고 정비합니다.
물론 모든 인건비와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만큼 장비의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ooler를 교체해야 한다면 별도의 구매 절차 없이 Ingersoll Rand에서 무상으로 공급해드립니다.

PackageCare 공급 범위
- 3개월 주기 진동 측정 및 Compressor 점검·진단 서비스
- 6개월 주기 Oil 성분 분석
- Air Compressor 정비 서비스
- Air Compressor의 부품 교체 필요 시, 모든 부품
(※ 단, 소모성 부품은 별도로 구매하시고 정기적으로 교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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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Care 계약 금액
계약 기간은 2~5년으로 선택 가능하며 계약 기간과 Compressor Model, 사용 연한, 연간 가동 시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장비 계약을 권장하며, 구형 장비는 Ingersoll Rand 전문가의 진단 결과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Ingersoll Rand Korea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잉가솔랜드코리아㈜ 용인 서비스센터

T : 031-693-5702

F : 031-693-9303

•잉가솔랜드코리아㈜ 광주지사

T : 062-951-6721

F : 062-951-5294

•잉가솔랜드코리아㈜ 울산지사

T : 052-268-0903

F : 052-268-0904

•홈페이지 : www.ir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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