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Bruker AXS, DKSH 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유통 계약 체결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선두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 DKSH 와 X 선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기업 Bruker AXS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섯 개 국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에 대한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코리아랩 2018, 킨텍스, 한국 2018년 4월 17일 -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선두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 DKSH 기계사업부와 X선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기업 Bruker AXS 는 한국 및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다섯 개 국에서 다양한 제품라인에 대한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Korea Lab 

2018 에서 발표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Bruker 의 다양한 제품 라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및 접근성, 커버리지를 향상시킬 

전망이다. 해당 제품 라인에는 첨단 소재 연구 및 개발과 산업 품질 관리 환경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Bruker 의 혁신적인 CT 스캐너가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Bruker AXS 의 모든 XRF (X 선 형광분석기) 장비 

라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산업과 응용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Bruker AXS 글로벌 세일즈 부사장 티모시 클라인 (Timothy Cline)은 “이 업계에서 역량 및 인프라, 

커버리지를 모두 갖춘 채널 파트너를 찾기 란 매우 힘들다”며, “DKSH는 아시아 내 폐사의 제품을 직접 

판매 및 서비스 팀을 구축할 수 있는 완벽한 회사로, 이 전략적이고 흥미로운 시장에서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SH 기계사업부 대표 하노 엘브래처 (Hanno Elbraechter)는 “업계 선두주자인 Bruker AXS 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어 영광”이라며, “우리의 판매 및 서비스 전문성, 구조적인 시장 접근법,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험 등을 활용해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Bruker 그룹 소개  

지난 55 년 동안 Bruker 그룹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발명 및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Bruker 의 고성능 과학 장비와 고부가가치 분석 및 진단 솔루션을 통해 

과학자들은 미세한 분자 및 세포 단위의 수준에서 생명과 물질을 연구할 수 있다.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Bruker 는 세포 생물학, 임상 전 이미징, 피노믹스 및 프로테오믹스 연구, 미생물학 및 분자병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 분자 연구, 제약 응용, 현미경 검사 및 나노 분석 연구, 산업 응용 분야 등에서 

혁신적이고 향상된 생산성과 고객 성공을 실현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bruker.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Bruker AXS 는 재료 연구, 생명 과학, 원소 및 결정조직 연구를 위한 품질 관리 기기 분야의 선두주자로, 

Bruker 그룹 사업부 중 하나다. 벌크 재료 및 물질의 표면 분석을 위한 고성능 X 선 회절(XRD), 생물학 및 

화학 결정 연구 기술, 파장 및 에너지 분산형 X 선 형광 분석 (EDXRF 및 WDXRF), X 선 마이크로 컴퓨터 

단층촬영, 광방출 분광 측정, 연소 분석 등을 포함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http://www.bru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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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소개 

DKSH 는 아시아에 초점을 둔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다. “시장 확장 서비스”가 의미하는 바처럼, 

DKSH 는 다른 기업 및 브랜드의 새로운 혹은 기존 시장 내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한다. DKSH 는 2012 년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Swiss Exchange 에 상장된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전 세계 

37 개 국 825 개의 사업장 중 800 개가 아시아에 위치, 31,970 명의 직원 수를 보유하며, 2017 년 기준 약 

12 조 (CHF 11 billion)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DKSH 는 1865 년에 설립됐다. 강력한 스위스 헤리티지에 

기반한 DKSH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DKSH 기계사업부는 선두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로, 광범위한 자본투자 상품 및 분석장비를 

다룬다. 본 사업부는 인프라 및 산업자재, 소모품, 정밀, 섬유 기계, 반도체, 광전지, 전자제품, 농업, 

편의시설, 전문 산업분야 등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비스 포트폴리오에는 제품 소싱 및 시장 진입, 

마케팅, 판매,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과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A/S 가 포함된다. 전 세계 18 개국의 

75개의 사업장과 500명의 서비스 엔지니어를 포함한 약 1,25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DKSH 기계 사업부는, 

2017 년 기준 한화 약 4,470 억 (CHF 404.2 million)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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