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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타어어 휠 굴착기 EW140E,EW140E PRO 와 중형크롤라굴착기 EC300E 용
순정필터 할인 패키지기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13%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순정필터 패키지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수명도 늘어나는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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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순정 유지보수 부품은 고객의 보유 장비를 고려하여 고안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부품과 서비스 수준을 선택하여
성능을 극대화하고 작동 시간을 최적화하십시오. 오작동 필터로 인해 초래된 손상을 수리하는 경우, 볼보 순정 필터의
가격보다 최대 100배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볼보 순정 필터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그 성능이
입증된 유일한 제품으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필터 성능을 통해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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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380D 및 연간 2500시간의 작동 시간 기준. 자세한 사항은 현지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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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3%이상 할인된 가격으로제공되는 순정필터 패키지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 수명까지 늘리는 경제적인제품입니
다.

https://pf.kakao.com/_xhQaGC
https://www.facebook.com/volvoce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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