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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lease 
 

DataPhysics Instruments는 DKSH가 한국과 대만에서 

주요 측정 장치를 선도하도록 위임함 
 
DKSH와 DataPhysics Instruments는 한국과 대만의 표면 및 계면 과학시장을 위한 고품질의 혁신적인 

측정 장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eoul, Korea, March 24, 2020 –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기술 기업을 위한 선도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인 DKSH Business Unit Technology 는 DataPhysics Instruments와 협력하여 

한국과 대만의 표면 및 계면 과학 분야에서 고품질의 혁신적인 측정 장비를 홍보하였습니다. 
 
DataPhysics Instruments 는 인터페이스 및 표면 연구를 위한 고급 측정 기기 및 특정 기술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제조업체입니다. 계약의 일부로, DKSH Business Line Scientific Instrumentation은 

DataPhysics Instruments에 판매, 마케팅 및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제품 라인은 반도체, 

폴리머, 페인트, 접착제, 생화학 및 관련 재료 연구에서 표면 분석을 위한 방울의 광학 분석을 목표로 

합니다. 

 

DataPhysics Instruments의 전무이사인 Nils Lange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DKSH가 산업 

부문, 시장정보 및 고객 우선 사공방식에 폭넓게 접근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로 인해 DKSH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DKSH 와 함께 우리는 한국과 대만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KSH 기계사업부 Hanno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게 그들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광범위한 시장범위, 전략적인 시장 

개별 접근 방식 및 독보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 및 대만의 DataPhysics Instruments 시장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DataPhysics에 관하여 

DataPhysics Instruments 는 표면 및 계면 과학 분야에서 고품질의 혁신적인 측정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DataPhysics Instrument는 다양한 실험실에 3300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전문화된 제품과 개별 조언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 기반은 매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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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에 관하여 

DKSH는 아시아에 중점을 둔 선도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이 그룹 각 사업부는 헬스케어, 

소비재, 성능 재료 및 기술 전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비스 포트폴리오에는 소싱, 시장 

통찰력, 마케팅 및 판매, 전자 상거래, 유통 및 물류의 판매 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SIX Swiss 

Exchange 에 상장된 이 그룹은 33,350 명의 전문가와 함께 36 개의 시장에서 운영되며 2019 년에는 

116억의 스위스 프랑의 순매출을 기록했습니다. DKSH 사업부 기술은 특수 산업 응용 분야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 1,670명의 전문가를 보유한 이 사업부는 2019년에 4억 4천 9백만 

CHF의 순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DKSH Business Unit Technology 
Irene Chen 
Director, Group Marketing 
Phone +886 2 8752 7611 
irene.yr.chen@dk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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