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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in the drum

최적의 시작 조건을 만들고 우리 절삭유
솔루션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

본 QR코드는 당신을 유용한
교육 동영상으로 바로 안내합니다.

용수 품질 확인
절삭유 희석에 사용되는 용수의 품질은 경도를 포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용될 용수의 품질을 확인하여 용수의 품질과 공정에 맞는 최적의 제품과 해결책을 제
공합니다.
올바른 기계 준비 안내
기계의 청결성은 절삭유를 새로 교체할 때, 절삭유 투입을 위한 최상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중요
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절삭유 교체 시 올바른 장비 청소가 어떻게 절삭유의 수명과 가공공정
안정성을 최적화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올바른 절삭유 준비 안내
Blaser 제품 원액 안에는, 물과 이상적인 희석을 위한 유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물과 희석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고 균일한 입자들은 절삭유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가
공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적은 절삭유소모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삭유 준비 방법을
사용자에게 보여드립니다.
올바른 관찰과 관리 계획 수립
회사 내부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전문가들에 의해 적절히 관리된 제품들이 사용자의 모
든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불만들은 조기에 확인되고 이에 맞추어 수정됩니다.
절삭유 관리에 지출되는 작은 비용은 좋은 투자입니다.
우리의 교육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vailable at https://vimeopro.com/user48713165/
blaser-know-how-en-uk). 이 실행 동영상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올바르게 정제되고 관
리된 절삭유는 유능한 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용성 절삭유의 취급과 관리에 관한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 지원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절삭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모든 지원을 언제든지 제공합니다. 사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의 전문가
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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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초 교육
우리가 제공한 솔루션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
리가 제공하는 노하우는 절삭유의 특성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