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ustomer, 
 

We are very glad to inform you that Iemca as part of the Bucci Industries Group had recently taken over the 
operative activities of U-Han Trading, its historical partner in Korea. I want to personally thank Mr. Bong Ok 
Choi as well as Mr.Joon Ho Choi for all the activities and for the hard work they had developed in the last 
20 years for us. Their friendship and professionality had helped us greatly in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yers in the Korean Market. 
 

To carry on the business successfully we had incorporated a new Company named Bucci Industries Korea 
Ltd. who had hired all service engineers of U-Han Trading Co. 
 

The aim of this acquisition is to be even closer to the Korean region and its customers. Our target is to react 
to new demands and challenges more quickly and to show a solid sign of commitment to you, our customer. 
Korea is now the 12th International Branch of our Group showing how much we are determined in taking 
care of our customers closely. 
 

As a first step we had invested in a warehouse in order to support you with shorter term deliveries. Besides 
this we will keep investing in technical assistance. This is our promise. 
We are also very proud to announce that the company's new General Manager, as of February 1st, 2022 
will be Mr.Tommaso Dall’Osso who has lived in Korea for 8 years already. Our team welcomes Tommaso 
on board. 
 

Your reference contacts will be: 
 

Bucci Industries Korea Ltd. General Manager:   
Mr. Tommaso Dall’Osso: t.dallosso@bucci-industries.com  
 

Bucci Industries Korea Ltd. general requests: iemca.kr@bucci-industries.com 
 

Bucci Industries Korea Ltd. service and spare parts: service.kr@bucci-industries.com 
 

We are very proud to say that the Bucci Industries Korea Ltd After Sales Service team will remain 
unchanged. The team will be supported by Italy and Taiwan as well. 
 

Please do not hesitate to get in touch with us in case of need. 
 

I remain personally at your disposal for any request and I will follow the company closely with the support 
of my colleagues from the HQ in Italy Italian team: Mr. Damiano Rossi (Sales Area Manager) and Mr. Luca 
Reali (Global Service Manager). 
 

 
Best Regards 
 

 
 
Iemca - a Division of Bucci Automations SpA 

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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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객님 

Bucci Industries Group의 일원인 Iemca가 최근 오랜 한국의 파트너인 U-Han Trading의 운영 활동을 인수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20년 동안 Iemca를 위해 발전시킨 모든 활동과 노고에 대해 최봉옥씨와 최준호씨께 

개인적으로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전문성은 우리를 한국 내 bar feeder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 업체 

중 하나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Bucci Industries Korea Lt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U-Han 

Trading의 모든 서비스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이번 인수의 목적은 한국 지역과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요구와 도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임을 고객인 귀하에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BUCCI 그룹의 12번째 

해외지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고객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의 좀더 빠른 배송을 의해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창고에 투자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기술 지원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약속입니다. 

우리는 또한 2022년 2월 1일부로 회사의 새로운 총책임자가 한국에서 이미 8년 동안 거주한 Mr.Tommaso Dall'Osso가 

됨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Tommaso를 환영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Bucci Industries Korea Ltd. 총책임자: Mr. Tommaso Dall'Osso  

메일: t.dallosso@bucci-industries.com 

Bucci Industries Korea Ltd. 일반적인 문의 : iemca.kr@bucci-industries.com 

Bucci Industries Korea Ltd. 서비스와 부품: service.kr@bucci-industries.com 

 

Bucci Industries Korea AS 팀은 변동이 없으며 지원 팀 역시 동일하다. 또한 이 팀은 이탈리아와 대만의 직접 지원을 받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귀하의 요청에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본부 이탈리아 팀의 동료인 Mr. Damiano 

Rossi(영업 영역 관리자)와 Luca Reali(글로벌 서비스 관리자)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밀접하게 따를 것입니다. 

 

안부 전합니다. 

 

 
 
Iemca - a Division of Bucci Automations SpA 
General Mana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