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힐 수의사 진료소와 병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애완 동물을위한 최상의 치료하려는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의 노력이 함께
애완 동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 효율적인, 자상하고 고품질의 의료 및 수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험, 친절하고 가까이하기 팀.
* 당신은 당신의 애완 동물을위한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자신감을 수있는 최신 수의학
서비스입니다.
* 대부분의 애완 동물, 의료 수술이나 치과 요구를 충족 수있는 '한 번에'수의학 클리닉. 우리는
xrays를 데리고 여기서 사이트의 대부분의 골절을 복구 (우리는 필요한 전문가로 부르는 거죠).
필요한 곳에 내시경과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아픈 동물을 만들고 그렇게하면서 자신과 친구의 회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로 애완 동물을 제공 즐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문을 통해 편안한 산책을
느끼고 싶어요! 다음 방문에 당신과 할인 쿠폰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에 의하여 미국을 도울 수 있습니다 :
* 약속을 위해 저희에게 전화 -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이전 또는 선호하는 수의사를 보려면 사용자의 요청을 환영합니다.
* 케이지이나 리드에서 애완 동물을 확보 - 화내지과 공포에 애완 동물은 잡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IF (만약 우리가 이것이 항상 쉽지 않았습니다다는 걸 깨닫 는다) 집으로 떠나기 전에 가능한
화장실 애완 동물.
* 귀하의 계정을 정착 - 그래서 우리는 각 방문에서 수수료의 지불을 필요로하는 Google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 고마워!
당신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 때문에 사고 및 기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해 우리는
때로는 조금 늦게이다 - 특히 저녁 시간에. 전화에 언제든지하고 집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우리는 일주일 서비스 전체 7 일 제공합니다.
시간이 흐른 - 전화 410-5169하며 잘 들으십시오 - 우리의 대답 전화는 당신에게 연락을하기
위해 몇 시간 후 클리닉 번호를 줄 것이다!
클리닉 시간
금 - 7.30은 오후 7시 월 오전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요일 / 공휴일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사랑해 - - 좋고 나쁜 모두,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 개선만한 제안을
환영 것입 의견과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저희가 얻을 수있는 가장 중요한 의견입니다.
애완 동물의 건강 및 병원 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기사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orresthillvet.co.nz
페이스 북에서 저희를 따르십시오 https://www.facebook.com/forresthillv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