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테스트 벤치

상용차 브레이크를 쉽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수리하십시오!
다목적 테스트를 위한 고정밀 측정,
법적 차량 검사를 위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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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차량 검사를 위해 인근에 이동형 다기능 경량 테스트 벤치가 있다면 실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동형 테스트 벤치는 브레이크 부품을 자주 수리하고 품질보증 검사를 자주 실시할 경우 이상적인
장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형 테스트 벤치로 적당한 가격에 확장된 공압 기능과 정밀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품의 수리는 전문가의 일입니다.
심장과 같이 생명에 중요한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팀이 제세동기로 생명을 구합니다.
WABCO의 이동형 테스트 벤치로 정비소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중요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WABCO와 함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

결함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수리할 때
브레이크의 어떤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시간 소모적일 때가 많고 이로 인해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동형 테스트 벤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세부 검사를 바로 실시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장점:
실용적이고 콤팩트한 플렉서블 트롤리 구조
견고한 경량(단 20 kg) 독일 품질 제품
적당한 가격에 고정밀 측정 결과
상용차 브레이크 부품의 법적 검사용으로 허용
다기능 용도:
• 브레이크 부품의 공압 검사
• 수리 후 검사
• 한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
• 브레이크 시스템과 서스펜션 시스템의 압력 측정
• 브레이크 압력의 정밀 컨트롤을 통한 브레이크 시뮬레이션

효과적인 정밀 테스트를 위한 필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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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압력의 고정밀(100 mbar 눈금) 사용과 측정
간단하게 교체 가능한 보정된 16 bar 압력계
콤팩트한 사이즈로 더 신속하고 직접적인 사용
명확한 작동 및 표시 기구
텔레스코픽 손잡이를 이용하여, 바퀴로 빠르고 편하게 운반
작업대에서 세워서 사용하기 위한 분리 가능한 뚜껑
브레이크 부품의 혼동 우려가 없는 점검을 위해 다양한 색상의 6가지 압축 공기 호스
3가지의 다양한 제어 회로(최대 12 bar까지 사용)
4가지의 독립적인 측정 회로(최대 16 bar까지 측정)

WABCO 이동형 테스트 벤치
• 25년 이상의 진단 경험을 기반
• 150년의 자동차 부품 생산 노하우를 활용
> wabco-auto.com/diagnostictools의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더 정밀한 테스트를 원하세요?

이제 판매점에서 WABCO의 이동형 테스트 벤치(453 197 003 0)를 주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