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및 설계

광범위한 공급 대상

IPD는 중장비용 고품질 부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제조
및 유통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조

IPD는 로이드 선급이 인증한
ISO9001:2008 기업

1955 년 이래 IPD 는 신뢰에 대한 리스크 없이 장비 소유자들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55 년의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엔지니어링 혁신, 고객에 대한 뛰어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IPD>>품질
1. IPD 의 1 피스 스틸 피스톤과 연결식 2 피스 스틸 피스톤 크라운과 같은 IPD 의
최신 제품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 토랜스에 있는 본사에서 제조됩니다.
2. IPD 는 제품을 가장 높은 수준의 사양과 부품시장에서 보통 찾기 어려운
야금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표면 경화 실린더 라이너는 엔진 수명을 더 길게 합니다.
4. 모든 IPD 알루미늄 피스톤은 초음파 테스트를 거쳐 오늘날 하이 링 위치
피스톤에 중요한 적합한 링 삽입 접착을 보증합니다.
5. IPD 개스킷은 최고 품질의 재료로 제작되며 대부분 당사 내에서 생산합니다.
IPD>> 혁신
1. IPD 의 많은 제품들은 할당되거나 신청 중인 IPD 특허로 보호를 받습니다.
2. IPD 독점 그루브 커넥팅 로드 베어링은 공동현상을 줄이고 베어링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3. IPD 독점 크레비스 씰 스타일 라이너는 실린더 라이너 이동과 오링 파손을
줄입니다.
4. IPD 는 필요한 모든 것과 함께 다수 또는 혁신적인 IPDStyle 1-2-3™ 개스킷 중
하나를 하나의 부품번호와 하나의 박스에 통합합니다!
5. IPD 는 듀얼 NI 저항 인서트로 처음 3-링 피스톤을 개발했고, 고객들이 제공한
현장 문제(특정 엔진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과다 블로우 등)를 해결하기 위해 4링 피스톤을 개발했습니다.
6. IPD 는 표면경화 실린더 라이너를 제공한 최초 기업들 중의 한 곳입니다.
IPD >> 서비스
1. IPD 는 업계 최고로 지식이 많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6 곳의 국제 유통 센터를 보유하고 운영합니다.
2. IPD 는 대리점에 첨단 전자식 카탈로그 및 E-커머스 시스템이자 암호로
구동하는 데이터베이스인 IPDNet™을 대리점에 제공합니다.
3. 부품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부품을 포함한 8,000 개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고품질
제품.
IPD>> 지원
1. IPD 지역 담당 매니저는 수 십년의 경험을 보유합니다.
2. IPD 는 보증을 중시하며,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온라인 IPD 보증 제출
시스템을 모든 IPD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IPD 의 기술 지원 그룹에서 전화,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4. IPD 는 대리점이 장비 소유자의 전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핵심 역량이자 중요한
문제로 간주합니다.
5. 고품질 패키징으로 제품이 안전하게 도착하고 품질 사명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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