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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신규 고객 센터 설립을 통한 

올리콘 발저스의 지속적인 사업 확장 

 

발저스, 리히텐슈타인, 2019 년 4 월 4 일– 표면 처리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업체인 올리콘 발저스는 최근 

중국 동관에 신규 코팅 센터 설립을 축하하고자 여러 고객들과 귀빈들을 모시고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관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생산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2004 년, 올리콘 발저스가 중국에서 코팅 사업을 시작한 이 후, 

이번에 신규로 설립된 센터는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세계 35 개국에 있는 111 개 코팅 센터 중 

하나입니다.  

 

중국 동관의 기존 시설은 2008 년에 중국 내 총 11 개 고객 센터 중 하나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생산 시설은 절삭 및 성형 공구를 위한 코팅 솔루션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점차 정밀 부품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하자, 올리콘 발저스는 기존 시설의 3 배까지 

규모를 확장하고자 고객센터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시설의 설립을 통해 올리콘 발저스는 향후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주문을 처리하고 중국 중공업 지역의 고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리콘 발저스의 Marc Desrayaud 총괄은 개회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동관에서 생산을 

시작한 2008 년 이래로 주문량은 점차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들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규 사업장으로의 이전은 올리콘 발저스의 장기 성장 

전략의 일부입니다: 동관에 신규 고객센터를 설립하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가장 최신의 코팅 장비 및 기술에 투자하고, 우수한 서비스와 결합된 최고의 

친환경 코팅 솔루션을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자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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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left to right: Ian Howe (Head of Precision Components), David Franz (Regional Executive North East Asia), Peter Liu (General 

Manager Oerlikon Surface Solutions China), Marc Desrayaud (Head of Oerlikon Balzers), Ye Kunhong (Governor Representative), 

Henry Guo (Director of Sales & Operations Balzers Industrial Solutions, China), Wolfgang Kalss (Head of ThinFilm Cutting Tools) and 

Pravin Shirse (Managing Director Oerlikon Balzers India) cut the ribbon. 

 

  
Marc Desrayaud (Head of Oerlikon Balzers) and Ye Kunhong (Governor Representative) unveil the traditional inauguration plaque.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 지영 과장 

Communications /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유) 

T +82 31 680 9999 

jiyoung.hwang@oerlikon.com 

www.oerlikon.com/balzers/kr 

  

 

올리콘 발저스 소개 

올리콘 발저스는 금속 및 플라스틱 가공 산업에서 정밀 부품 및 공구의 성능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표면 

기술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BALINIT 와 BALIQ 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초박막, 초경질 코팅은 마찰과 

마모를 줄여줍니다. BALITHERM 은 다양한 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이며, BALTONE 은 장식용 애플리케이션에 

완벽하게 적용 가능한 다양하고 세련된 색상의 코팅 기술을 제공합니다.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생체에 적합하고 

항균성이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BALIMED 박막 코팅은 의료 부문용으로 특수 개발된 제품입니다. 올리콘 발저스는 

BALIFOR 기술 브랜드로 자동차 시장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을 도입했으며, ePD 는 크롬 효과를 

적용하여 플라스틱 부품을 금속화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콘 발저스의 코팅 센터와 고객 자체 설비에서 1,100 대 이상의 코팅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저스 시스템의 장비 설계와 조립은 랑엔탈 리히텐슈타인(스위스)과 베르기슈 글라트바흐(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리콘 발저스는 유럽, 미주 및 아시아 35 개국에 100 개 이상의 코팅 센터를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erlikon Metco 및 Oerlikon AM 과 함께 올리콘 발저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올리콘 그룹(SER: OERL)의 

일부입니다. 

http://www.oerlikon.com/balzer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