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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o BOUYGUES
브뤼노 부이그 회장

Nicolas BOUYGUES
니콜라 부이그 감사회장

가족 기업 그룹
1964 년 창설된 제조업체

명
전세계에 있는 직원 수

용접/커팅

자동차 차체 수리

배터리 충전/관리

백만 유로
통합 매출액

      M²
전세계에 있는 사업장 면적

주요 수치
2018 년

3 개 부문
2018

45% 

35% 

20% 000

660

86

40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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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판매 법인

공장
생산

개 국
현지 협력업체

개 국
제품 유통

공장

계열사

현지 협력업체

제품 유통 국가

FRA FRA GBR ITA CHNDEU MARCHN

5 1 +1202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진출 현황  I  전세계를 커버하는 기업



6 7 8 9 10 11 1254321

1970 1980 1997 1999 2002 2004 2006 2008 2011 2014 2015 2018 20191964

제1 공장
Guy-Yves Stéphany 가 설립해 변
압기 생산공장으로 출발
France - Saint-Berthevin (53)

제2 공장
중국에 제2 공장 설립

R&D
Laval에 R&D 센터 설립

영국
Rugby에 판매 법인 설립

3차 확장

제3 공장

새로운 생산시설 확대 
(5600m2)

로지스틱 사이트 건설 
(9500m2)

용접
용접기 생산 개시

확장
전자작업반 창설,
인버터 용접기 개발 및 시판

독일
Aachen에 판매 법인 
설립

제2 확장 
생산 거점 확장  

이탈리아
베니스에 판매 법인 설립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기 시판

인수
현 가족기업 경영진이 GYS  
인수

차체 수리
자동차 차체 수리용 저항용접기 
시판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연혁  I  고객 서비스에 매진한 50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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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연구/개발

전문가
다양한 분야

장비
최첨단 설비

엔지니어
고객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기술인력

CHNFRA

+60

2

CAD

전자기술 연구팀

로봇 용접

역학기술 연구팀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연구/개발  I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부단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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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자기인덕턴스 연 15만개 제작전선 연 250 km 사용 조립라인 14개 제품 발송 연 1백만 건

페인트 연 29톤 사용SMD 부품 연 6천만 개 임플란트 철판 재단 연 1400 톤부품 연 72만 개 제작

전자 역학

조립

도장판금

 저장 /발상변압기전선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생산  I  유연성-신속성-고품질을 보증하는 100% 통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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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2015 인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gys.fr

초기 설계단계부터 사용조건을 고려한 제품
- 전자파 문제발생 소지를 체크하고 수량화한 제품 (EMC, EMF)
- 극단적인 기후상황에서 시뮬레이션
- 파워 테스트 및 내구성 테스트
- 국제방호등급 인증 (IP Code)  

전 생산과정에서 체계적인 테스트 실시
- 3D 카메라 테스트 /  in situ 테스트 / 유전체 / X-선

엄정한 국제인증기준 준수
- 제품 표시 (ex. IEC 60974)

직원 대상으로 품질의 중요성 매일 강조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AS 상황을 제품 설계직원들에게 지속적으
로 전달.

IP 테스트

X-선

3D 카메라 테스트

기후환경 챔버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최고 품질을 위한 노력  I  최초 설계부터 완제품 제작까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http://planet.gys.fr/pdf/certifications/TUV_2018_F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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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성에 맞출 수 있는 3개 브랜드 사용자의 특성에 맞출 수 있는 폭넓은 선택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아이덴티티  I  귀사 브랜드 전략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도구



2018B
www.gys.frWelding & Cutting

Soudage & Coupage
Schweißtechnik Katalog • Catálogo de Soldadura

MMA • TIG • MIG • S.E.R. • PLASMA • INDUCTION • FLAMME
CONSOMMABLES • ACCESSOIRES

I.P
. -

 2
32

 g

FRENCH MANUFACTURER  SINCE 196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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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개  제품 레퍼런스
+ 1100 개 액서세리/소모품 레퍼런스

본사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품질 및 사용의 용이함, 
인간공학, 가격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용접 / 절단 소모품 액세서리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용접과 절단  I  귀사의 다양한 필요성에 맞출 수 있는 종합 해결책

http://planet.gys.fr/spip.php?page=catalogue&lang=fr&id_rubrique=6


35%

2018B
www.gys.frCar Body Welding System

Catalogue Carrosserie
Karosserie-Schweißtechnik Katalog

Catálogo de Soldadura para Carrocería
SPOTTER • DENT PULLER • MIG • PLASMA • INDUCTION • LIFT • RIVETING • ACCESSORIES

I.P
. -

 2
71

 g

MADE IN FRANCE  SINCE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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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개 제품 레퍼런스
+ 700 개 액세서리/소모품 레퍼런스

본사는 40개 이상의 자동차회사들이 생산한 모든 차체들을 수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컨셉트를 제시한다

패널 복원 포인트 용접 MIG 용접 리베트 인덕션 히팅 리프트 / 풀링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차체 수리  I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명품

http://planet.gys.fr/spip.php?page=catalogue&lang=fr&id_rubrique=6


20%FRENCH MANUFACTURER  SINCE 1964

2018
www.gys.fr

Charger, Booster & Starter
Catalogue Charge • Batterieservicegeräte-Katalog

Catálogo de Cargadores
CHARGER • BOOSTER • STARTER • TESTER • JUMPER CABLE • ACCESSORIES

I.P
.  

14
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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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제품 레퍼런스
+ 150 액세서리 레퍼런스

납/리튬 등 각종 배터리의 충전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이륜차, 자동차, 트럭) 및 선박 산업용 배터리에 적합한 장비

일반 충전기 전자 충전기 충전기 겸 스타터 부스터 액세서리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배터리 유지보수  I  배터리

http://planet.gys.fr/spip.php?page=catalogue&lang=fr&id_rubrique=6


www.gy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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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넷/ 
마케팅 및 AS 관련 다양한 도구 접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읽고 안전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국어 자료

동영상/
제품의 실제 상황 테스트 유튜브 동영상

언론기사

다양한 컨텐츠를 보세요

카탈로그 및 팸플릿

소셜 네트워크/ 
뉴스레터와 SNS를 통해 그룹 소식 배포

기술자료 및 설명서 시각자료 및 사진
AS 지원

동영상

www.gys.fr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디지털 컨텐츠  I  고객관리의 핵심인 디지털

http://www.gys.fr
https://fr.linkedin.com/company/gys
https://www.facebook.com/pages/GYS/322624447768727
https://twitter.com/sasgys
https://www.youtube.com/channel/UCcSgWmaWU3qqlmCvxLk3kPw
http://www.gys.fr/spip.php?page=sommaire&lang=fr
https://www.youtube.com/channel/UCcSgWmaWU3qqlmCvxLk3kPw
http://www.gys.fr/spip.php?page=sommaire&lang=fr
http://www.gys.fr/spip.php?page=catalogue&lang=fr&id_rubrique=6
http://www.gys.fr/spip.php?page=presse&lang=fr&id_rubrique=8
http://www.gys.fr/spip.php?page=sommaire&lan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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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발견하고 관련 기술분야들을 이해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사 전문가들과의 기술교육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차체수리및충전기

산업
용접 및 절단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기술교육  I  기술교육만을 위해 전문화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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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Great Central Way
Rugby - Warwickshire - 
CV21 3XH

Tel: +44 1926 338 609
uk@gys.fr

aachen@gys.fr

italia@gys.fr

Vega - Parco Scientifico Tecnologico 
di Venezia
Via Delle Industrie, 25/4
30175 Marghera - VE

Tel: +39 041 53 21 565

Professor-Wieler-Straße 11 
52070 Aachen
 
Tel: +49 241 189 23 71 0

SAS GYS - 1, rue de la Croix des Landes - CS  54159 - 53941  SAINT-BERTHEVIN  Cedex Tel: +33 2 43 01 23 60 contact@gys.fr

GYS 프랑스 - 본사 

Unit 3
Great Central Way
Rugby - Warwickshire - 
CV21 3XH

Tel: +44 1926 338 609

GYS 중국

uk@gys.fr

aachen@gys.fr

GYS 영국 GYS 이탈리아

italia@gys.fr
contact@gys-china.com

Lot N°15
6666 bd Songze
201706 Qingpu Shangaï

Tel: +86 21 6221 4461

GYS 독일

Vega - Parco Scientifico Tecnologico 
di Venezia
Via Delle Industrie, 25/4
30175 Marghera - VE

Tel: +39 340 367 7916

Professor-Wieler-Straße 11 
52070 Aachen
 
Tel: +49 241 189 23 71 0

www.gys.fr

그룹기업 소개 서비스역량 제품

CONTACTS  I

mailto:uk%40gys.fr?subject=
mailto:aachen%40gys.fr?subject=
mailto:italia%40gys.fr?subject=
mailto:contact%40gys.fr?subject=
mailto:uk%40gys.fr?subject=
mailto:aachen%40gys.fr?subject=
mailto:italia%40gys.fr?subject=
mailto:contact%40gys-china.com?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