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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AutoForm, 미국 미시간 주(Michigan)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 

신규 사무실 개설 

판금 성형 업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선도적 공급 업체인 AutoForm Engineering 

GmbH 에서는 미국 미시간 주(Michigan)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이 사무소를 통해 지역 고객과의 교류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며, AutoForm 의 전 

제품군 및 서비스를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시건 주의 트로이(Troy)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AutoForm 사무실 외에, 

그랜드래피즈(Grand Rapids)에 사무실을 추가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고객은 

AutoForm 의 숙련된 전문가와 직접적으로 협업하여 판금 성형에 대한 AutoForm 의 노하우 및 

전문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사무실에 인접한 AutoForm 

교육 센터에서는 최고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랜드 래피즈의 새로운 AutoForm 

지사는 증가하는 지역 고객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랜드 래피즈 

사무소는 2017 년 3 분기에 오픈할 계획이며, AutoForm-Sigmaplus 소프트웨어에 대한 팁 및 

기술에 대한 개장 기념 세미나를 통해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AutoForm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사무소를 증설하면, 직접적인 지원 및 고객과의 더욱 긴밀한 협업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며,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함으로써, 확장하는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확실히 강화될 것입니다." 라고 미국 AutoForm Engineering USA 의 

지사장, Pamela Larson 은 말했습니다. 

 

AutoForm Engineering GmbH 회사소개 

AutoForm 은 die 제작은 물론, 박판 성형 산업의 전 공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분야에 전념하는 300 명의 직원과 함께 AutoForm 은 제품 생산성, tool 과 소재 비용의 계산, die face 의 

설계, 가상 공정 최적화와 관련한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상위 20 개의 자동차 OEM 

모두와 그들의 대부분의 협력사가 AutoForm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AutoForm 의 본사는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인도에 각각 공식 해외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외의 15 개국에서는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auto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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