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mmins Filtration 보증서
Cummins Filtration 제품의 성능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제한적인 보증 하에
제품을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제한적인 보증보증: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나, 엔진이나 부속품을 수리해야 하는 제품
결함이 발생한 경우 Cummins Filtration이 수리 또는 교환 중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쪽을 택하여 손상된 엔진이나 부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보상해
드립니다. Cummins Filtration 제품을 사용한 것만으로 장비 보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 기간: 이 보증은 Cummins Filtration 제품 설치일로부터 제품의 OEM 권장
기간 또는 Cummins Filtration이 공표한 서비스 기간 중에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특정 제품 정보는 이 양식의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제한: Cummins Filtration은 감소된 서비스 수명 또는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인한 오류, 오용, 잘못된 설치, 개조, 부주의, 사고 또는 Cummins Filtrations
통제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오염된 액상 상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은
상태로 인한 고장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가동 휴지 기간, 수입 감소, 생활비
또는 기타 우발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제한적인 보증은 Cummins Filtration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보증입니다.
CUMMINS FILTRATION는 특정 목적에의 상업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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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s Filtration 제품의 보증 적용 기간




서비스 부품:
일반 서비스 품목
제한 게이지
원격 헤드
Air Shield™ DEF 디스펜싱 키드
서비스 부품-전기
엔진 블록 히터
PTC 히터
WIF 센서

구입일로부터 3개월
구입일로부터 1년
구입일로부터 1년
펌프 및 모터의 경우 3년
1년(부품만)
1년(부품만)
1년(부품만)



공기 하우징, 액상 여과 어셈블리 및
크랭크케이스 환풍장치 어셈블리(개방형-OCV/폐쇄형-CCV) 구입일로부터 1년



Fleetguard 1단계 및 2단계 예비 공기 정화기 구입일로부터 2년



건식 공기 필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소를 했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Cummins Filtration 화학 제품은 OEM(Original Engine Manufacturers) 요구사항 및 다음 국제 기준에
따른 성능 사양을 충족하도록 제조, 혼합 및 시험되었음을 보증합니다.
ASTM
(Automotive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자동화 재료시험학회)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자동차 공학회)
TMC
(Technology and Maintenance Council: 기술 및 유지 협회)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일본 공업규격)
Cummins Filtration는 당사의 화학 제품이 잘못 적용되거나 부적절한 유지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Cummins Filtration Fleetguard Fuel Pro™, Diesel Pro™, Industrial Pro™, Sea Pro™ 및 REN™:
하드웨어(하우징)
구입일로부터 5년
전기 부품
구입일로부터 2년
일반 서비스 하드웨어
보증 대상에서 제외

REN 오일 탱크

구입일로부터 1년



엔진제조장비의 일반적인 오일교환 주기상테에서 오일교환주기 연장을 위한 승인시, 교환주기 연장용
필터는 Cummins Filtration 품질보증 적용범위가 요구되어진다.



만약 귀사장비의 계속적인 손상원인이 Fleetguard 필터로 의심되어지면 당사의 품질보증부서 1-800-2234583으로 전화주십시요. 또한 의심되어진 필터는 손상 시키커나 필터 내부를 열지 마시고 있는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주십시요 " 사용된" 상태로의 필터 수거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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