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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ES Microdispensing, 미국 중서부에 새로운 사무소 
개설
혁신적인 마이크로 디스펜싱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를 선도하는 VERMES Microdispensing은 
미국에 더 하나 사무소를추가로 개설하다.

오하이오 주 플레인 시티에 새 사무소는 VERMES 
Microdispensing의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과 
발전을 나타낸다.

이동과 함께, 독일 회사는 우수한 마이크로 
디스펜싱 시스템 솔루션 및 지원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은 고객 기반에 더 가깝게 만들고이 지역의 
산업용 마이크로디스펜싱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다.

VERMES Microdispensing의 CEO인 Juergen 
Staedtler는 “우리는 오하이오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더 긴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위를 
늘리며 새로운프로젝트를 가능하게하며 필요할 
때 긴급한 대응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에서 입지를 
다시 확장하고 있다. 이 콜럼버스 근처에 추가된 
위치는 미국에서 VERMES Microdipensing
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과 파트너에게 전담  
현지 팀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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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ergen Staedtler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펜싱 
시스템 시장은 최근의 모든 글로벌 과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목격했다. 이러한 
성장은 더욱 확장되고 기술 및 제조 요구 사항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을 예상이다.

소비자 전자, 자동차, 제약, 의료 및 반도체 
산업에서, 나노 및 서브-나노 리터 용량과 결합된 
최대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도트 정밀도와 가장 작은 
도트 크기를 갖은 마이크로 디스펜싱의 필요성는 
혁신적인 디스펜싱 수요의 주요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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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주 지역에서 우리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전문성과 혁신을 더하여 
VERMES Microdispensing은 업계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한다,” 라고 Eric sari가 말했다. 우리의 
비접촉식 마이크로 디스펜싱 시스템 솔루션은 
광범위한 액체의 정밀성, 재현성 및 처리 측면에서 
표준을 설정했다.

Plain City 사무소를 개설하여 우리는 Great Lakes 
지역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다. 또 
우리는 제품 도입 속도를 높이고 제조 공정 성능을 
향상시켜고정밀 마이크로 디스펜싱 시스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사이트는 전 세계 확장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미국 서해안에서 동부해안까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마이크로 디스펜싱의 
새로운 고급발명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우수한 
새로운 유지 보수 및 서비스 센터를 통해 미국 
중서부 영업 및 지원 팀에게 환상적인 기회를 
제공하다,” Juergen Staedtler CEO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