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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올리콘 발저스, 인도의 신규 성형 공구 센터 개관 축하 및 

25 주년 기념 행사 개최  

 

발저스, 리히텐슈타인, 2019년 10월 17일 – 표면 처리 분야의 글로벌 선도 업체인 올리콘 발저스가 지난 

10 월 12 일, 올리콘 발저스 직원과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인도 Pune 센터의 25 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또한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 대한 올리콘 발저스의 지속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신규 

포밍툴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Pune지역 및 인도 전역에서 증가하는 고품질 코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포밍 툴을 위한 더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생산 시설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번 신설된 생산 라인은 최첨단 

전처리/후처리를 특징으로 하며 대형 성형 공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과 메탈 툴 용 저압 질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리콘 발저스는 금속 성형 및 플라스틱 가공분야에서 

Pune지역의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Pune 센터는 올리콘 발저스가 인도에 개설한 첫번째 고객 센터로 1994년에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전처리/후처리 서비스 및 고품질의 코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콘 발저스는 새로운 고객 센터를 개설하고 기존 고객 센터를 확장하는 등 툴, 

자동차 및 기타 업계의 현지 및  글로벌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입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Pune에 서 개최된 25주년 기념식 및 신규 센터 개관 축하 행사는 약 175명의 고객과 귀빈 그리고 150여명의 

직원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통에 따라 개관식 명판 공개 및 리본 커팅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Taegu Tec 총괄 이사인 L. Krishnan, Zecha Precision Tool의 총괄 이사인 Vidhu Nevatia, 前 올리콘 

발저스 인도의 총괄 이사인 Anton Angehrn, Vasantha Tool Crafts의 총괄 이사인 Dayanand Reddy, Mumbai 

스위스 총 영사인 Othmar Hardegger가 올리콘 발저스의 경영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올리콘 발저스의 커팅 툴 부문 총괄인 Wolfgang Kalss 박사, 포밍 툴 부문 총괄인 Andreas Reiter 박사, 

동남아시아 및 인도지역 총괄인 Pravin Shirse는 그들의 연설에서 올리콘 발저스 인도의 성공적인 사업 

발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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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gang Kalss는 “ 1994년에 시설을 첫 가동한 이래로 인도 전역에 신규 코팅 센터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최신의 코팅 기술 및 장비를 통해 더욱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를 끊임 없이 제공한 결과, 올리콘 발저스는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고 인도 코팅 업계 

선두 주자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성공의 핵심에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모든 임직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Andreas Reiter 박사는 연설에서 “지난 10년동안 포밍 툴 부문에서 올리콘 발저스 코팅 사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기존의 코팅 시설은 30%까지 확장되었고 신설된 생산 시설은 포밍 툴 전용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올리콘 발저스는 짧은 배송 시간 및 혁신적인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최첨단 코팅 기술 및 전처리/후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ravin Shirs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올리콘 발저스의 기술과 서비스에 보여주신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의 성공은 뜨거운 열정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직원들로 구성된 훌륭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회사에 합류했고, 이후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도 그들 중 하나이며,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리콘 발저스 경영진과 초대된 귀빈들의 리본 커팅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생산이 시작됩니다 (좌측부터): L. Krishnan (Taegu Tec 총괄 

이사), Vidhu Nevatia (Zecha Precision Tool 총괄 이사), Anton Angehrn (f 前 올리콘 발저스 인도 총괄 이사), Andreas Reiter (올리콘 

발저스 포밍 툴 부문 총괄), Wolfgang Kalss (올리콘 발저스 커팅 툴 부문 총괄), Dayanand Reddy (Vasantha Tool Crafts 총괄), Michel 

Maeusli (올리콘 발저스 태국 영업 및 운영 총괄 이사), Cdr. Anand Badve (올리콘 발저스 인도 회장), Othmar Hardegger (뭄바이 스위스 

총 영사) 그리고 Pravin Shirse (올리콘 발저스 동남아시아 및 지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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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식 명판 공개(좌측부터): Pravin Shirse(올리콘 발저스 동남아시아 및 인도지역 총괄),  

Andreas Reiter(포밍 툴 부문 총괄) 그리고 Wolfgang Kalss(커팅 툴 부문 총괄) 

 
올리콘 발저스가 인도에서의 25주년을 기념할 뿐 아니라 Pune 지역에 포밍 툴 용 신규 고객 센터를 개관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약 30%까지 확장된 기존 생산 시설을 통해 포밍 툴 용 코팅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영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유) 커뮤니케이션 / 과장 

T +82 31 680 9999 

jiyoung.hwang@oerlikon.com 

www.oerlikon.com/balzers/k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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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ITHERM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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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과 함께 올리콘 발저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올리콘 그룹(SER: OERL)의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