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과학 초순수제조장치

렌탈 프로그램 안내서
super Water Purification System Rental & Care Service

초순수제조장치 aquapuri 5 렌탈 프로그램
초순수제조장치 aquapuri 5 series의 최신 장비를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번거로운
유지보수 걱정 없이 장비 사용기간 동안 영인과학의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장비 렌탈 &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영인과학의 렌탈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서비스 인력의 주기적인 방문 점검과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로 장비 사용기간 내내 고품질의 초순수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험실 운용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의 비용절감을 보장해 드리는 영인과학 렌탈 & 케어 서비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필터 교체 서비스 (1회/연)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통한
최적의 초순수 품질 관리
※ 단, AP Pack Ⅱ(1회/2년)

무상 A/S 서비스

렌탈 장비 이용기간 동안
Warranty 서비스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

바꿔주는 케어

책임지는 케어

주기적 방문 점검 (2회/연)
aquapuri 5 전담 엔지니어의
주기적인 방문 관리를 통해
최상의 장비 성능과 안정성 유지

aquapuri 5 렌탈 프로그램의
특별한 케어 서비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일정 기간(36개월 이상)
최신상 aquapuri 5 시스템을 대여하여 사용하시면서,
장비 렌탈 기간 동안 영인과학만의 철저한 고객 맞춤형
초순수 제조장치 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 종료 후 렌탈 기간의 연장 또는 장비 인수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케어

aquapuri 5 렌탈
장비 모델별 이용요금
장비 렌탈료 단돈 월 22만원으로,
영인과학만의 신기술, 물탱크 없는
직수형 초순수제조장치

고품질의 초순수를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정기적인 점검과 필터 교체를 포함한 장비의
전반적인 관리는 영인과학에서 완벽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를 사용해 보세요!

모 델

계약 보증금

월 렌탈료

총 렌탈료

소유권 이전
희망 시

aquapuri 541

₩3,600,000

₩223,000

₩8,028,000

₩1,800,000

aquapuri 541 UV

₩4,400,000

₩272,000

₩9,792,000

₩2,200,000

aquapuri 541 UF

₩4,400,000

₩272,000

₩9,792,000

₩2,200,000

aquapuri 541 VF

₩5,200,000

₩322,000

₩11,592,000

₩2,600,000

aquapuri 551

₩3,800,000

₩235,000

₩8,460,000

₩1,900,000

aquapuri 551 UV

₩4,600,000

₩285,000

₩10,260,000

₩2,300,000

aquapuri 551 UF

₩4,600,000

₩285,000

₩10,260,000

₩2,300,000

aquapuri 551 VF

₩5,400,000

₩334,000

₩12,024,000

₩2,700,000

✓ 렌탈 기간은 36개월입니다.
✓ 보증금은 계약 체결 및 장비 설치 전 선불 지급 조건입니다.
✓ 소유권 이전은 렌탈 기간 종료 후 장비 인수를 원하실 경우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 렌탈 계약기간 종료 전 조기 해약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541 series

551 series

영인과학에서 제공하는
365 고객만족 지원 서비스
✓ 안정적 관리 : 생산 기술팀 자체 QC를 통한 장비 신뢰성 보증

✓ 신속한 기술지원 : 영인과학 초순수제조장치의 고객 서비스 및
기술지원 전문가가 전국 지원
✓ 국산화 장비 : 소모품, 부품 조달이 용이하여
일주일 내 즉시 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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