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인되지 않은 수리 업체를 이용하면 알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품질 저하로 인한 반복적인 고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지 보수 비용 증가

• 장비 가동 시간 감소

• 알 수 없는 보안 위험

• 유지 보수 수리 및 운영(MRO) 지출 증가

표준 미달의 공급 업체를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가동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인 프로세스 및 부품을 사용해서 보안 위반으로부터 기존 시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제조에 있어서 품질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110년 이상의 제조 경험을 가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

이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포괄적인 
재제조 프로세스를 따라 
Allen‑Bradley® 장비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다음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믿을 수 있는 검증된 OEM 부품 

및 공급 업체 사용

•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  노후화되어 마모된 부품을 
사전에 교체



오늘 무료로 수리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my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고 ‘My 
Repairs(내 수리)’를 탐색해서 수리 견적을 
작성하고 자세한 고장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재제조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Allen-Bradley 대리점 또는 Allen-Bradley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rok.auto/reman 을 방문하십시오.

* 로크웰 오토메이션 고객 데이터

신뢰성 향상으로 자산 활용도 개선 및  
길어진 평균 고장 간격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포괄적인 재제조 프로세스는 각 단계마다 품질을 고려합니다.
• 안전, 신뢰성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변경 사항 적용

• 제품에 대해 전세계 엔지니어링 직원 및 기술 전문가 지원

•  고온, 충격, 진동 또는 습도 테스트와 같은 심층적인 테스트 기능

Allen-Bradley® 제품 제조업체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품에 대한 OEM 
지정 부품의 유일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타사 
부품으로 수리된 Allen‑Bradley 제품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서 재제조한 
제품에 비해 고장률이 3배 더 높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장비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프로세스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신제품 보증 추적

신제품 보증 무효

일련 번호의 수명에 품질 이력 추적

전체 장비에 적용되는 수리 보증

진행된 수리 절차에 대해 OEM 문서화

OEM 순정 부품 교체

제품 향상 펌웨어 업데이트

OEM 사양에 대해 기능 테스트

즉시 교체 옵션

판매 가격에 포함된 반품 배송비

제공되는 서비스 경쟁 업체의 수리
로크웰 오토메이션 
재제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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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Impact, 1336 Plus, Allen-Bradley, PanelView Plus 및 PowerFlex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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