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시리즈 
고객 관리 
프로그램

저희는 귀하에게 최고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Creaform의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다국어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므로 귀하께서는 
제품 및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교하고, 안전하며, 기후가 
조절되는 시설들은 모든 유지 보수 서비스 및 수리들이 엄격한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귀하의 모든 Creaform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심 유지 보수 및 글로벌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귀하의 장치를 수리하는 동안 당사 최신 소프트웨어 출시 및 지식 기반에 접촉해야 
하는지 또는 대여 장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는 귀하의 요구에 적합한 계획이 
있습니다.



Creaform Inc. (본사)
4700 rue de la Pascaline 
Lévis QC  G6W 0L9  
Canada

creaform3d.com

기술 지원: 
creaform.support@ametek.com 
고객 관리 프로그램 및 액세서리: 
creaform.supportsales@ametek.com

R 시리즈, HandyPROBE, MetraSCAN 3D, MaxSHOT 3D 및 해당 로고는 Creaform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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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동 중단없는 연간 유지 보수 1

 – 연중무휴 24시간 신속한 원격 지원을 위한 무제한 전용 기술 지원 상담 전화 서비스

 – 모든 Creaform 3D 측정 장비에 대한 완벽한 보증 서비스 2

 – 전문가가 감독한 모든 Creaform 소프트웨어 모듈들의 업데이트

 – 모든 서비스 중 Creaform 3D 측정 장비 대여 업체에 대한 접근 

 – 대여 장비의 다음 영업일 배송 3

 – 고객 센터를 통한 당사 지식 기반에 접근

 – 추가 교육의 25% 할인 4

R-시리즈
장비의 수리 또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1) 표준 연간 유지 보수: HandyPROBE, MetraSCAN 3D 및 MaxSHOT 3D에 대한 사용자 인공물 교체. (2) 부적절한 취급/사용으로 인한 손상들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Creaform 고객 수리 센터들에서 최종 사용자 위치들에 이르기까지, 관세 규정 및 요구 사항들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관세를 제외하고, 배송지 인도 (DAP)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항공편, 여행 및 숙박 비용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특정 조건에서. 이 옵션에는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사고 보장 옵션
 – 유효 CCP 5 가 적용되는 시스템에 제공

 – 부품 및 공임 보장 범위를 벗어난 사용자 과실 손상을 복구하는 옵션

 – 최대 한 건의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