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함 사항: 포괄적

연중무휴 기술 관련 전화 지원 l

예방적인 유지 보수 l

고장 수리 l

마모 부품 교체 l

우선 순위 서비스 l

기본 작업자 교육 l

자문 서비스 및 적용 분야별 지원 l

원격 서비스

• 원격 알림

• 원격 복구

• 대시보드

• 전문가 지원2

l  기본       선택사항1  정상 영업 시간 중 인력
2 Videojet Cloud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이용

Videojet 서비스 및 지원

포괄적 서비스

안정적으로 프린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Videojet이 모든 서비스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점:
•  사전 대응 접근방식 - 예방 유지 보수, 상태 검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추가 작업자 안내/
지원을 제공합니다. 

•  완벽한 보장 - 인력1, 부품, 기술자 출장 등에 
대한 보장으로 보증 기간 후에도 수리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력 - Videojet 서비스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완벽한 가시성 -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예산 관련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인쇄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Videojet에 아웃소싱하여 
가동시간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십시오. 모든 유지 
보수 및 부품 교체에 대한 종합 지원뿐만 아니라 Videojet 
전문가 조언 및 적용 분야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deojet 서비스 팀은 전화 지원 및 현장 서비스부터 예방 
유지 보수 및 기술 교육까지 예측 가능한 비용,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등을 통해 인쇄 및 마킹 솔루션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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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내용: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술자

공장 전체에 일관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지원

부품 관리

현장의 부품 제고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부품 구매 비용 절감 

예방적인 유지 보수

다각적인 프린터 상태 검사로 성능 극대화 및 가동 중단 감소

사용자 교육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인쇄 관련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 
교육 추가 제공

1 정상 영업 시간 중 인력

고장 수리

부품, 인력1, 기술자 출장 등 고장 수리 긴급 상황 모두 보장

연중무휴 기술 관련 전화 지원

도움이 필요한 경우 Videojet 기술 전문가에게 바로 연결

자문 서비스 및 적용 분야별 지원

적용 분야 및 인쇄 품질 최적화 안내, 새로운 생산 라인 이동 또는 
설치 및 메시지 교체 관련 전문가 조언

마모 부품 교체

1000 시리즈 핵심 부품, 레이저 튜브 또는 2300 시리즈 프린트헤드 
등 필수마모 부품에 대한 전체적인 보장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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