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CIRCLE: 제품 개요
BUCHI 기기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BUCHI는 고객의 환경과 기대에 맞게 조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5년 이상 고객을 염두에 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BUCHI 솔루션의 기반을
구성합니다. BUCHI의 목표는 BUCHI 기기의 정확성, 가용성 및 효율성을 항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BUCHI SERVICE CIRCLE: 고객과 BUCHI 제품을 위한 솔루션
타당성 조사에서 계획 유지보수와 검증에 이르기까지 제품 전체 주기에 걸친 고객지원

전체 수명 주기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

BUCHI는 고객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합니다.

BUCHI START

BUCHI EXACT

고품질 수리 서비스 외에, BUCHI는 고객의 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제품을 제
공합니다.

BUCHI의 글로벌 영업팀과 제품 전문가가 고객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향후
BUCHI 제품 선택과 관련해 최상의 권장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객과 협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BUCHI로 연락하시거나 웹 사이트(www.buchi.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
수
및

선
개

유지
보
수

∙∙ 검사/세척 및 캘리브레이션
∙∙ 1회 유지보수
∙∙ 계획된 유지보수(PM) 패키지
∙∙ 전체 서비스 계약

BUCHI
SERVICE
CIRCLE

∙∙ 1회 작동 검증(OQ)
∙∙ 후속 OQ 계약

및

BUCHI ACADEMY
작동

기기는 맞춤형 유지보수 솔루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BUCHI는 고객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만병통치 솔루션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역, 분야 및 시장에 대한
BUCHI의 내부 지식은 고객이 BUCHI를 선택할 때 제공되는 혜택의 일부입니다.
BUCHI는 자주 사용되는 기기에는 가끔씩 사용되는 기기와 다른 유지보수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BUCHI의 접근법은 이러한 요소를 고
려해 고객에게 최적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UCHI CARE 솔루
션에 포함된 유지보수 서비스와 패키지는 맞춤형 교체 부품과 적절한 횟수의 방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기의 상태, 기기 사용 및 사용 분야에 따
라 결정됩니다.

작
시

및

BUCHI CARE

및

검증

증
인

∙∙ 기기 또는 시스템 설치
∙∙ 설치 및 작동 검증 (IQ/OQ)
∙∙ 유지보수 무상보증 계약 연장

뛰어난 품질과 재현성을 통한 고객 만족
BUCHI EXACT는 BUCHI 제품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BUCHI
는 제품 사양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성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제조사만이
가능한 수준에서 검증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BUCHI 제품의 적용과 기능에 대한 BUCHI
의 이해는 BUCHI의 절차와 프로토콜을 비 OEM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설
치

BUCHI START의 장점
BUCHI는 고객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설계 및 개발합니다. BUCHI START
솔루션을 선택하면 BUCHI의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고 자신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기기와 함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만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
다. 오래 지속되는 제품 수명은 실험실 첫날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BUCHI만의 노하우 제공
고객의 기기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방대한 경험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BUCHI ACADEMY는 고객의 환
경에 맞게 맞춤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BUCHI는 고객의 직원을 교육 및 훈련시키
고 인증을 제공합니다. BUCHI는 솔루션 제공자로서 연구나 과학적 연구가 계속 필요한 분
야에서도 BUCHI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고객은 BUCHI의 고품질 제품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결과와 최신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의 자료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교육 및 인증
∙∙ 어플리케이션 지원
∙∙ 타당성 조사
∙∙ 계약된 어플리케이션 연구

∙∙ 어플리케이션 교육(현장 또는 BUCHI
교육 센터)
∙∙ 과학 보고서
∙∙ 교육 계약

모든 제품에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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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서비스 – 총 수명 주기 관리
낮은 소유 비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수명 주기 전체에 걸친 효과적인 자산 관리는 중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총 소유 비용을 줄여줍니다.
7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BUCHI는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제품을 유지보
수, 모니터링, 수리 및 최적화하는 최첨단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인 전문가
가 제품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전 조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BUCHI
의 모든 맞춤형 서비스는 프로세스와 작동을 계속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을 더욱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수익성 있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BUCHI 총 수명 주기 관리의 장점 한 눈에 보기:
글로벌 네트워크

신속한 대응

300
전 세계 300여 명의
서비스 전문가

뛰어난 접근성과
신속한 대응

전문가
지원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인 서비스
기술자

전화 및 이메일
지원

전화 문의 또는
이메일 작성

글로벌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의 서비스 센터, 어플리케이션 지원 센터, 예비 부품 창고, 고객 실험실,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UCHI 서비스 직원과 대리점은 정기적으로 교육
과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은 BUCHI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고객과 기꺼이
공유합니다. BUCHI 서비스 직원의 동기 부여는 BUCHI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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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대리점

«BUCHI의 Reveleris® X2 정제 시스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Dr. Narinder Mohal, Founder and Director Chemistry Service, GMK Research Laboratories Pvt.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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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Service Circle: BUCHI START
처음부터 최대의 효율 보장

설치 및
사용시작

BUCHI는 세 가지 BUCHI STAR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설치에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계약을 통해 최대의 효율에서 총 비용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BUCHI STARTer 팩이 만료된 후에도 유지보수 및 검증 패키지를 이용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시스템 설치: BUCHI START «Install»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 공인 기술자의 실무 교육
∙∙ 즉각적인 신제품 환경 평가
∙∙ 신제품과 기존 인프라의 완벽한 통합

BUCHI START «IQOQ»
∙∙ 제품 또는 시스템 설치
∙∙ 설치 및 작동 검증

BUCHI START «Extend»*

∙∙ 모든 어셈블리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미리 정의된 절차에 따른 방문 및 유지보수
∙∙ 테스트 결과, 조치 및 추가 제안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제공
∙∙ 날짜와 기술자의 이름이 포함된 스티커로 BUCHI 유지보수 대상 제품 표시
∙∙ BUCHI 보증 기간 1년 연장

전화/이메일 지원

BUCHI START
«Install»

BUCHI START
«IQOQ»

BUCHI START
«Extend»

•

•

•
•

표준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 포함
우선 처리,
서비스 대응 시간
설치

•*
•

•

제품 세척

•
•

•

IQ/OQ

•

맞춤 마모 및 유지보수 부품 포함
보증 연장

+ 1년

•

BUCHI 서비스 직원의 현장 지원(취급 및
유지보수)

•

•

현장 방문 횟수

1

1

맞춤형

인건비 및 출장비 포함

•

•

•

방문 1회

방문 1회

2년 제한

계약 기간

모든 방문

* 첫 연락: <36시간/파견(필요 시): <72시간(영업일만 해당), 달리 명시된 경우 제외
모든 서비스는 기기 주문 시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만족스럽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업무
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Laura Bess, University Montana, Missoula,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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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Service Circle: BUCHI EXACT
«완전한» 패키지로 정확성 보장

검증 및
인증

설치 검증(«IQ»)은 설계 검증에 규정된 요건과 안전 규정에 따라 기기가 인도되고 설치되었음을 증명
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합니다. 설치 검증(«IQ»)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담당자는 다음 검증 단계,
일반적으로 작동 검증(«OQ») 단계를 시작합니다.
작동 검증 중에 테스트 계획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시스템이 사양에 따라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서면으로 처리되고 문서화됩니다. 작동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검증 보고서에 서명을 합니다.
일부 OQ에는 성능 검증(«PQ»)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Lyovapor 동결건조 시스템 제품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화/이메일 지원

BUCHI EXACT
«OQ»

BUCHI EXACT
«OQ Circle»*

•

•
•

표준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 포함
우선 처리,
서비스 대응 시간

•**

BUCHI EXACT «OQ»

∙∙ BUCHI의 1회 OQ 서비스는 필요한 문서와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팀이 일정 계획을 위해 고객에 연락하고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후속 OQ의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 가격에는 시간 비용, 출장비 및 경비, 문서 비용, 인증서 비용,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공구 및
자재 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장 방문

1

맞춤형 방문 횟수 지정

BUCHI 서비스 팀의 현장 교육
(취급 및 유지보수)

•

•

BUCHI EXACT «OQ Circle»*

인건비 및 출장비 포함

•

•
•

방문 1회

최소 1년 패키지

∙∙ 개별 OQ 대신 OQ 패키지를 구매하면 문서에 대한 추가 할인과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BUCHI가 모든 방문 일정을 관리해 드립니다.

OQ 문서 할인

서비스 유형
BUCHI CARE “Maintain”

•

				
* 유리기구 미포함
** 첫 연락: <36시간/파견(필요 시): <72시간(영업일만 해당), 달리 명시된 경우 제외

«IQ/OQ는 GMP의 기초이고 BUCHI 기기의 작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BUCHI 기기와 팀
은 우리가 관계를 맺은 이후 수년 동안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 우리를 지원해 주었습
니다.»
H C Ahuja Factory Manager, Hemmo Pharmaceuticals Pvt. Ltd.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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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Service Circle: BUCHI ACADEMY
노하우 증대, 경쟁 우위 확보

작동 및
개선

Expert Know-How 솔루션은 스위스 플라빌 본사, 베이징 및 뭄바이에 있는 BUCHI 역량 센터의 어플
리케이션 전문가와 BUCHI 지사의 현지 전문가를 통해 제공됩니다.
BUCHI의 과학적인 지원은 판매 전 타당성 조사, 맞춤형 솔루션 제공, 판매 후 현장 지원, 정규 기초
과정부터 고급 과정, 주문형 맞춤식 교육 및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구성됩니다.

BUCHI ACADEMY «User»: 기초 사용자 교육 및 인증

BUCHI의 공인 서비스 전문가가 기본 및 고급 기능, 기본 어플리케이션, 손쉬운 유지보수 및 마모 부품
교체, 기본 문제 해결 등의 영역에서 고객을 교육합니다. FAQ와 Q&A도 교육에 포함됩니다. 참가가 확
인된 각 교육생은 BUCHI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BUCHI ACADEMY «Consult»: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

해당 BUCHI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자의 시료를 평가해 객관적인 구매 결정 기준과 어플리
케이션의 시작 파라미터를 산출합니다.
비공개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연구 어플리케이션 및 확장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최첨단 과학 및 미공개 어플리케이션 지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전문 의견 및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BUCHI ACADEMY «Course»: 어플리케이션 교육 @BUCHI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이론적인 배경 정보, 실습과 쉬운 유지보수 교육, 방법 최적화 및 숙련된 전문
가의 유용한 팁과 트릭을 통해 정기적으로 예정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BUCHI 실
험실이나 교육 시설 중 하나에서 열립니다.

BUCHI ACADEMY «CustomCourse»: 어플리케이션 교육

기초부터 고급 실용 및 이론 지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된 주문형 맞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시료를 가져와 타당성을 테스트하거나 방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BUCHI
ACADEMY
«User»

BUCHI
ACADEMY
«Consult»

BUCHI
ACADEMY
«Course»

BUCHI
ACADEMY
«Custom
Course»

우선 처리
어플리케이션 지원:
대응 시간**
교육/과정 기간

BUCHI
ACADEMY
«Circle»

•
최대 4시간

1-2일

1-5일

비공개 계약

요청 시

요청 시

서면 보고서

•

요청 시

최대 참가자 수

10

•

시료 가져오기
참가자 인증

•

연 2일

10

5

5

•*
•

•

•

요청 시

*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 첫 연락: <36h
모든 국가에서 모든 제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BUCHI ACADEMY «Circle»: BUCHI «CustomCourse» 계약

BUCHI는 계약 연도당 2일의 맞춤형 교육을 추가적인 가격 혜택과 함께 제공합니다. BUCHI 기기를 가
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나 BUCHI 제품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질의가 있으면 우
선 전화 또는 이메일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BUCHI 서비스:
업계 내에서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BUCH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노트에
는 킬달, Lyovapor™ (동결건조기) 및 Laboratory Rotavapor® (실험실용 회전 증발 농축기) 솔루션을 위
한 유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담 서비스 기술자에 의한 직접 전화 지원, 어플리케이션 화학자에
의한 이메일 지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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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NIR 교육은 NIR 분석의 기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험실 내에서 기기 사용에 맞게 조정된
유용한 정보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캘리브레이션 모델이 예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배운 개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UCHI는 교육 과정 내에서 조언을 통합해 현재 진행 중인 캘리브레
이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과정이 MJN 현장에서 제공되어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
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Susan Christopoulos, NIR/QC Senior Lab Analyst, Mead Johnson Nutrition, Zeeland Michiga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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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I Service Circle: BUCHI CARE
뛰어난 신뢰성

유지보수 및
수리

자주 사용되는 기기에는 가끔씩 사용되는 기기와 다른 부품과 검사 주기가 필요합니다. BUCHI의 접
근법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고객에게 최적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BUCHI의
유지보수 솔루션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맞춤형 패키지에는 맞춤 교체 부품 목록과
적절한 방문 횟수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은 기기의 상태, 기기 사용 및 사용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CARE «Inspect»: 검사/«세척 및 캘리브레이션»

∙∙ BUCHI의 글로벌 경험을 이용해 개발된 검사 프로토콜에 따라 BUCHI 기기를 검사, 세척 및 캘리브
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CARE «Maintain» (주문형):

∙∙ 모든 어셈블리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방문 및 유지보수 루틴
∙∙ 테스트 결과, 조치 및 추가 제안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제공
∙∙ 날짜와 기술자의 이름이 포함된 스티커로 BUCHI 유지보수 대상 제품 표시

CARE «Circle»*

∙∙ 제품 사용과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조정된 유지보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 기술자는 BUCHI의 글로벌 서비스 경험을 이용해 수립된 제품별 계획 유지보수 프로토콜에
따라 작업합니다.
∙∙ 정기적인 마모 부품의 교체와 구체적인 지침 및 테스트 루틴을 사용하는 모든 주요 구성요소의
테스트가 방문에 포함됩니다.
∙∙ 계획되지 않은 수리 방문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부품비 및 인건비).
∙∙ 교체가 필요한 모든 정비 부품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 우선 처리

CARE «CirclePlus»*

∙∙ 모든 서비스와 출장이 무료
∙∙ 매년 2시간의 현장 교육을 무료로 제공
∙∙ 계획되지 않은 수리 방문 포함
∙∙ 맞춤형 유지보수 방문 횟수 지정
∙∙ 최우선 처리 및 최고의 가용성 보장
기타 BUCHI 서비스:

마모 부품 키트

∙∙ 대부분의 제품에서 맞춤형 마모 부품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키트에 이해하기 쉬운 그림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이 제품을 설치하고 누출과 가동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기술자가 정기적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제품에 새로운 마모 부품이 필요할 때 정확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할 경우 고객을 방문해 직접 교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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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 지원

CARE
«Inspect»

CARE
«Maintain»

CARE
«Circle»

CARE
«CirclePlus»

•

•

•

•

•

•

•

•

< 3영업일

•**

표준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 포함

•

제품 세척
우선 처리, 대응 시간
검사 1회

유지보수 1회

맞춤형 유지보수
방문 횟수 지정

맞춤형 유지보수
방문 횟수 지정

•

•

•

•

표준 마모 부품
키트

맞춤형 마모 부품
키트

맞춤형 마모 부품
키트

추가 예비 및 정비 부품
할인***

•

100%

추가 수리 방문 할인***

•

100%

BUCHI 서비스 팀의 현장
교육(취급 및 유지보수)

•

•

최소 1년 패키지*

최소 1년 패키지*

현장 방문
인건비 및 출장비 포함
마모 부품 포함

서비스 유형

방문 1회

방문 1회

* 제조사 보증 기간이 만료된 기기의 경우 계약 전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합니다.
최대 제품 수명은 5년입니다.
** 첫 연락: <36시간/파견(필요 시): <72시간(영업일만 해당), 달리 명시된 경우 제외
*** 유지보수 중에 서비스 기술자가 제안한 경우. 기기의 오용/남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고객을 위한 핵심 메시지
BUCHI 는 “우수한 품질을 고객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우수한 품질을 고객에게”는 BUCHI의 철학 및 행동을 대변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고객의 요
구에 부합하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BUCHI가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BUCHI가 고객과 고객의 사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관계
를 지속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이유입니다.
BUCHI는 고객에게 부가적인 가치로 제공하는 고품질의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을 돕습니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의 프로세스 및 작업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은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원합
니다. BUCHI는 고객의 업무 및 프로세스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도록 도
와줍니다. 더불어, 고객의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과 최대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용이함

안정성

능숙함

글로벌화

신뢰성

지속가능성

고객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다루고,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BUCHI는 신중하게 고안된 솔루션과 작동하
기 쉬운 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지원합니다.

고객은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
램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BUCHI는 능숙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본사의 시장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들과 협조하고 있
습니다.

고객은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있어 고객의 협
력자를 완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BUCHI는 장비에 대한 품질
과 성능을 보증하며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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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고객은 안전이 최우선사항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BUCHI는 인류와 환경에 있어 BUCHI의 제품,
시스템, 솔루션,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가능한 안전하도록 최대한
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은 개별화된 서비스와 간소화된 의사소통 수단을 추구합니다.
BUCHI는 전세계적으로 조직화된 각국의 지사 및 검증된 판매처를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
니다. BUCHI의 지역 직원과 전세계의 수많은 본사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은 귀하가 적합한 협력자와 함께 업무를 하는데 있어 신뢰를 줍
니다.

고객은 환경적 난제에 직면했을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협력자를 선
호합니다. BUCHI는 친환경적인 프로세스 및 긴 서비스 기간을 갖는 제
품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에너지와 물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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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n your hands
BUCHI 지사:
Europe
Switzerland/Austria

Benelux

France

Germany

BÜCHI Labortechnik AG
CH – 9230 Flawil
전화 +41 71 394 63 63
팩스 +41 71 394 64 64
service.switzerland@buchi.com
www.buchi.com

BÜCHI Labortechnik GmbH
Branch Ofﬁce Benelux
NL – 3342 GT Hendrik-Ido-Ambacht
전화 +31 78 684 94 29
팩스 +31 78 684 94 30
service.deutschland@buchi.com
www.buchi.com/bx-en

BUCHI Sarl
FR – 94656 Rungis Cedex
전화 +33 1 56 70 62 50
팩스 +33 1 46 86 00 31
service.france@buchi.com
www.buchi.com/fr-fr

BÜCHI Labortechnik GmbH
DE – 45127 Essen
전화 +800 414 0 414 0 (Toll Free)
전화 +49 201 747 49 0
팩스 +49 201 747 49 20
service.deutschland@buchi.com
www.buchi.com/de-de

Italy

Russia

United Kingdom

Germany

BUCHI Italia s.r.l.
IT – 20010 Cornaredo (MI)
전화 +39 02 824 50 11
팩스 +39 02 575 12 855
service.italy@buchi.com
www.buchi.com/it-it

BUCHI Russia/CIS
Russia 127287 Moscow
전화 +7 495 36 36 495
팩스 +7 495 98 10 520
service.russia@buchi.com
www.buchi.com/ru-ru

BUCHI UK Ltd.
GB – Oldham OL9 9QL
전화 +44 161 633 1000
팩스 +44 161 633 1007
service.uk@buchi.com
www.buchi.com/gb-en

BÜCHI NIR-Online
DE – 69190 Walldorf
전화 +49 6227 73 26 60
팩스 +49 6227 73 26 70
service@nir-online.de
www.nir-online.de

America
Brazil

USA/Canada

BUCHI Brasil Ltda.
BR – Valinhos SP 13271-200
전화 +55 19 3849 1201
팩스 +55 19 3849 2907
service.brasil@buchi.com
www.buchi.com/br-pt

BUCHI Corporation
US – New Castle, DE 19720
전화 +1 877 692 8244 (Toll Free)
전화 +1 302 652 3000
팩스 +1 302 652 8777
service.usa@buchi.com
www.buchi.com/us-en

Asia
China

India

Indonesia

Japan

BUCHI China
CN – 200233 Shanghai
전화 +86 21 6280 3366
팩스 +86 21 5230 8821
service.china@buchi.com
www.buchi.com/cn-zh

BUCHI India Private Ltd.
IN – Mumbai 400 055
전화 +91 22 667 75400
팩스 +91 22 667 18986
service.india@buchi.com
www.buchi.com/in-en

PT. BUCHI Indonesia
ID – Tangerang 15321
전화 +62 21 537 62 16
팩스 +62 21 537 62 17
service.indonesia@buchi.com
www.buchi.com/id-in

Nihon BUCHI K.K.
JP – Tokyo 110-0008
전화 +81 3 3821 4777
팩스 +81 3 3821 4555
service.japan@buchi.com
www.buchi.com/jp-ja

Korea

Malaysia

Singapore

Thailand

BUCHI Korea Inc.
KR – Seoul 153-782
전화 +82 2 6718 7500
팩스 +82 2 6718 7599
service.korea@buchi.com
www.buchi.com/kr-ko

BUCHI Malaysia Sdn. Bhd.
MY –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전화 +60 3 7832 0310
팩스 +60 3 7832 0309
service.malaysia@buchi.com
www.buchi.com/my-en

BUCHI Singapore Pte. Ltd.
SG – Singapore 609919
전화 +65 6565 1175
팩스 +65 6566 7047
service.singapore@buchi.com
www.buchi.com/sg-en

BUCHI (Thailand) Ltd.
TH – Bangkok 10600
전화 +66 2 862 08 51
팩스 +66 2 862 08 54
service.thailand@buchi.com
www.buchi.com/th-th

South East Asia

Middle East

Latin America

BUCHI (Thailand) Ltd.
TH-Bangkok 10600
전화 +66 2 862 08 51
팩스 +66 2 862 08 54
service.thailand@buchi.com
www.buchi.com/th-th

BÜCHI Labortechnik AG
UAE – Dubai
전화 +971 4 313 2860
팩스 +971 4 313 2861
service.middleeast@buchi.com
www.buchi.com

BUCHI Latinoamérica
S. de R.L. de C.V.
MX – Mexico City
전화 +52 55 9001 5386
latinoamerica@buchi.com
www.buchi.com/es-es

BUCHI 지원 센터:

당사는 전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공급 협력업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지 담당자를 찾으시려면 아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uchi.com
11595517B ko 1810 / 기술 데이터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질 시스템 ISO 9001.
영어 버전은 원본 버전이고, 모든 번역본은 영어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