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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ifuge 

> Mixers 

> PCR cyclers

> Photometers

> ULT Freezers

> CO2 incubators

> Incubator Lab Shakers

»New Service Program«
Eppendorf New 종합 서비스 계약 및 보증 연장 프로그램

Eppendorf 는 일관된 기기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기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와 서비스 계약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기의 수명연장과 서비스 보증기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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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Advanced Care ■ Premium Care  ■ Extended 
Warranty

■ Extended 
Warranty plus

기기 신뢰성 및 
가동 시간 보장

기기 신뢰성 및 
재정적 계획성 보장

재정적 계획성 보장
기기 신뢰성 및 

가동 및 
재정적 계획성 보장

특징

>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20% 할인

>계약 기간 중 추가 
서비스 10% 할인(예: 
IQ/OQ) 등 연간 정기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그램이 포함 

>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를 포함하는 
완전한 연간 정기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그램

> 부품 비용 및 출장
비 가격이 모두 포함
되어 있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품 및 공임 가격 
상승 부담없이 보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

> 연 1회 Annual 
Maintenance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상 upgrade
 
>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전담 엔지니어 배치
 
> 추가 보증기간 내에 
부품 비용 및 출장비 
100% 할인  

> 1년 부터 최대 
5년까지 워런티 
연장 가능

포함사항

연간 유지보수 점검 1회/년 1회/년 - 1회/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되는 경우, 연간 유지보수 기간)"
O O - O

전담 엔지니어 배치 O O - O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할인 20% - - -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포함 - 포함 포함 포함

최대 구매 기간 - - 1년 5년

신청유효성 Any Time
Any Time 
(7년이내 

구입 장비 한정)

제품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기간 만료 전

추가 서비스 할인 (예: IQ/OQ) 10% 10% - 10%

Eppendorf Service Agreement Plan : 종합 서비스 계약 

* 상기 서비스는 2020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문의 : T 1577-7167 service@eppendorf.kr)
* 상기 서비스는 현재 기기 작동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Extended Warranty 는 제품구입 이후 30일 이내 구입 가능하며 , 표준 보증 기간 후 1년 동안 유효
* Extended Warranty Plus 는 기존 Warranty 조건이 만료되기 전까지 연장 가능

Eppendorf New Global Service Program

Value of Services
NEW! 기기의 수명연장과 서비스 보증기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Eppendorf는 일관된 기기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기예방 유지보수서비스와 서비스 계약옵션을 제공합니다.“ 

Eppendorf 종합 서비스 계약 및 보증 연장 프로그램

Preventive Maintenance Service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Extended Warranty / PLUS Services
합리적 가격의 Warranty 연장 보증서비스 패키지

예방 유지보수를 통한 최고의 성능과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dvanced Care / ■Premium Care
일관된 장비 성능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 

예방적 유지보수 서비스와 서비스 계약옵션이 제공되는 

Advanced Care / Premium Care 서비스 제공

> 최상의 정비 제공을 위해 글로벌 표준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이 제품 점검

> 서비스 기간 동안 추가 서비스 할인 보증 또는 

  무상 보증으로 최고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음

보증연장이란?

Eppendorf사가 보증하는 기존 보증기간 만료 전 

1~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제공 기간은 고객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 기간 동안 부품비, 출장비,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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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펜도르프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펜도르프코리아(주)

0623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46, 메가존빌딩 10F 

Contact  Service : T)1577-7167
E-Mail: service@eppendorf.kr
Homepage : www.eppendorf.krepService문의

2020 Eppendorf New Service Agreements Information

»New Service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