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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올리콘 발저스, 스웨덴에 두개의 신규 고객 센터 개관 

 

발저스, 리히텐슈타인, 2019 년 6 월 11 일 – 표면 처리 분야의 글로벌 선도 업체인 올리콘 발저스가 스웨덴에 두개의 신규 

고객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지난 5 월 28 일 Eriksberg 에 첫번째 센터를 개관했으며, 하루 뒤인 29 일에는 Köping 에 

두번째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올리콘 발저스는 납품 시간 및 경로를 단축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시키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고객과 가까이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리콘 발저스 스웨덴이 가진 귀중한 전문성은 최근 몇 년사이에 올리콘 발저스를 상용차의 파워트레인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에게 더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업계에서의 선두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구 개발 부문에서의 장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고객 센터의 개관을 통해 올리콘 

발저스는 절삭 공구용 코팅 솔루션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품질의 전/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콘 발저스와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비 제조에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등 미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기후 중립적 관리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은 또한 올리콘 발저스의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콘 발저스 산업용 솔루션 부문의 최고 책임자인 Marc Desrayaud 는 Eriksberg 의 개회사에서 “가능한 한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전략은 상생 파트너쉽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지원을 더욱 최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기후 중립적인 공정을 실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웨덴의 새로운 센터는 최첨단 기술과 환경 보호를 함께 추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올리콘 발저스 스웨덴 대표인 Jonas Lundberg 는 그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고객의 

가까이에 위치함으로써 우리는 물류 프로세스를 가속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트럭을 통해 운반하기 보다, 전기 지게차를 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하루 75kg 에서 0 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센터에 전기 자동차용 충전소를 설치하여 모든 직원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영업담당자들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을 방문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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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커팅식을 시작으로 Eriksberg 고객 센터의 공식 오픈을 알렸습니다. 왼쪽부터, Ville Saarinen (Operational Manager Nordics), Martin Bartsch ((Head of 

Area Europe North-Centre), Marc Desrayaud (Head of Business Unit Balzers Industrial Solutions), Jonas Lundberg (Managing Director Nordics), Wolfgang 

J. Schmitz (Regional Executive Balzers Europe), Björn Lindahl (Production Manager) and Christoph Essig (Head of Marketing & Product Management Cutting 

Tools). 

 

 
Köping 고객 센터의 오프닝: Wolfgang J. Schmitz (Regional Executive Balzers Europe) congratulates Björn Lindahl (Production Manager) and his team and 

hands over a Swiss cowbell.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Alessandra Doëll 

올리콘 발저스 커뮤니케이션 총괄 

T +423 388 7500 

alessandra.doell@oerlikon.com 

www.oerlikon.com/balzers 

 스웨덴  

Magnus Andersson 

올리콘 발저스 북유럽 마케팅 매니저 

T +46 35 202 05 99  

magnus.andersson@oerlikon.com 

www.oerlikon.com/balzer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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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erlikon.com/balzers/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