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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올리콘 발저스,  

고품질의 부품 코팅으로 Bosch로부터 ‘우수 품질상’ 수상 
 
2019년 9월 3일, 발저스 – 올리콘 발저스는 금속 및 플라스틱 가공 산업에 표면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업체입니다. 최근 올리콘 발저스는 Bosch 로부터 2018년 고품질의 부품 코팅 공급업체로 

인정받아 “무결점 인증서(ZERO defects certificate)“를 받았습니다. 올리콘 발저스는 결함이 없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 자동차 업체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브라질 올리콘 발저스는 최근 Robert Bosch로부터 자동차 산업을 위한 고품질의 부품 코팅 공급 업체로서의 

탁월한 헌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HGV 엔진의 디젤 분사 펌프에 사용되는 피스톤에 적용되는 

코팅은 피스톤과 펌프 본체 사이의 마모를 줄여 부품의 신뢰성과 수명을 향상 시킵니다. São José dos 

Pinhais의 생산 센터에는 Bosch의 다양한 구성의 많은 펌프용 부품을 코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올리콘 발저스의 영업 및 운영 총괄인 Luciano M. Silv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osch로부터 최고의 공급 업체로서 인정받고, 우수 품질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성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주시는 모든 직원, 협력사 및 공급 업체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Bosch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São José dos Pinhais센터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고, 직원 및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은 최고의 

표면 솔루션에 대한 우리의 무한한 열정을 입증합니다.” 
 

 
 
인증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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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콘 발저스 São José dos Pinhais 센터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 지영 과장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유)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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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INIT와 BALIQ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초박막, 

초경질 코팅은 마찰과 마모를 줄여줍니다. BALITHERM은 다양한 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이며, 

BALTO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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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D는 크롬 효과를 적용하여 플라스틱 부품을 금속화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콘 발저스의 코팅 센터와 고객 자체 설비에서 1,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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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국에 100개 이상의 

코팅 센터를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erlikon Metco 및 Oerlikon AM과 함께 올리콘 발저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올리콘 그룹(SER: OERL)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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