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MARK™ 부품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CAT ® 장비용 정비 옵션

장비와 예산에 최적화된 선택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성과 편의성의 균형이 잡힌 정비 및 교환용 부품을 구입하고자 하십니까? Caterpillar 브랜드로
판매되는 Yellowmark™를 선택하십시오. Caterpillar가 중소형 Cat® 건설 장비를 위해 개발한 이 전체 부품 라인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고객의 장비와 예산에 딱 맞는 선택이 됩니다.
Yellowmark 부품의 장점:
■■

신뢰성: 우리가 Cat 장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Yellowmark 부품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원활하게 장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객이 Caterpillar 브랜드에서 기대하는 성능입니다.

■■

편의성: Yellowmark 부품은 Cat 특약점에서 판매하므로
빠르고 쉽게 부품을 구하고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작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 Yellowmark 부품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당면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 이상적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Yellowmark 부품은 일회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보증 범위가 Yellowmark 브랜드(보증 범위 축소)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폭넓은 장비
보장 범위.

Yellowmark™ 부품 라인에는 전체 라인의 중소형 Cat® 건설 장비를
지원하는 수리 및 교환 옵션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장비 모델과
부품도 정기적으로 추가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원하신다면 YELLOWMARK 부품이
이상적입니다.
내구성, 리빌드/재사용 옵션과 포괄적인 보증 범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Cat 순정품 또는 Cat Reman 부품을
고려해 보십시오. 현지 Cat 특약점에 지금 문의하여 귀하의
장비, 예산 빛 비즈니스 목표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십시오.
Yellowmark 부품 설치 시 소유자는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Yellowmark 수리 및 교환용 부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동력 전달장치
토크 컨버터, 변속기, 차동장치 및 최종
드라이브용 수리 및 리빌드 부품
CAT® 장비 엔진 부품
(Tier 0, 1, 2)
• 교류 발전기 / 시동장치
• 배기 매니폴드 / 머플러
• 연료 이송 펌프 / 연료 라인
• 개스킷 키트
• 오일 쿨러
• 워터 펌프
— 및 정밀 검사 부품.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

백호 로더

■■

스키드 스티어 로더

■■

모터 그레이더

■■

트랙 굴삭기

■■

트랙형 트랙터

■■

휠 로더

— 및 기타 다양한 Cat 건설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정비 서비스와 교환용 부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지만 향후 정밀 검사로 인해 재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사용
• 모터 그레이더 커팅 엣지
• 베어링
• 브래킷
• 커버
• 핀
유압장치
• 실린더 그룹 및 어셈블리
• 최종 드라이브 부품
• 기어 펌프
• 실 키트
• 베인 펌프
차대
• 이퀄라이저 바
• 보호대 / 가이드
• 리코일 장치
• 롤러 / 아이들러 / 허브 / 스프로킷
세그먼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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