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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시뮬레이션 챔버 및 인큐베이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Binder와 파트너십 확대하다.  
 
선도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인 DKSH와 시뮬레이션 챔버 및 인큐베이터의 세계적 선두 업체인 
Binder 가 아시아 주요시장을 넘어 독점적인 에이전트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장하였습니다. 
 
2020 년 6 월 1 일, 싱가포르 에서 DKSH TEC사업부는 Binder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독일 
Tuttlingen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과학 및 산업 연구소를 위한 시뮬레이션 챔버 및 인큐베이터 시장의 
리더입니다. Binder와의 협력은 15 년 전에 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호주, 캄보디아, 한국, 라오스, 
미얀마,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확장 될 것입니다. DKSH는 마케팅 및 판매, 유통 및 물류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장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Binder의 솔루션은 화학, 제약, 생명 공학, 의학, 연구소, 대학, 실험실, 식품, 전자, 플라스틱, 건축자재,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할 수있는 템퍼링, 기후적응, 배양, 환경 조건 시뮬레이션을 위한 첨단 
챔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Binder의 다양한 제품은 일상적인 응용 분야 뿐 만 아니라, 연구 개발, 
생산 및 품질 보증 분야의 고도로 전문화 된 작업에 적합합니다. 
 
영업 및 국제 담당 부사장 Michael Pfaff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DKSH를 아시아의 주요 시장을 넘어 독점 에이전트로 지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DKSH의 
견고한 영업, 마케팅, 물류 및 서비스  능력은 고객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제품 라인 시장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DKSH와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를 기대합니다.” 

DKSH의 TEC 사업부 Group 담당 사장인 Hanno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5 년간 
태국의 Binder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Binder와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 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기쁩니다. 광범위한 판매처, 물류, 판매채널 관리 및 독보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Binder 소개 
Binder는 과학 및 산업 실험 실용 시뮬레이션 챔버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전문기업입니다. 내내성 테스트, 
열 테스트, 응력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또는 페인트 건조와 같은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지 않고, 과학 및 산업 실험실의 정확한 응용 분야를 위한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사로는  Bayer, BASF, Novartis, Aventis, Schering Plough, Max Planck Institute, Bayer Pharma, Byk 
Gulden, Boehringer Ingelheim, DKFZ, Daimler, Bosch, Siemens, Toyota, Philip Morris, Kraft Food, Nestlé 
등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DKSH 소개 
DKSH는 아시아에 기반을 둔 선도적 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DKSH는 고객 회사가 헬스 
케어사업부, 소비재사업부, 화학 사업부 및 기계사업부 전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비스 
포트폴리오에는 소싱, 시장 인사이트, 마케팅 및 판매, 전자 상거래, 유통 및 물류 및 애프터 비스가 
포함됩니다. 스위스 주식시장에 상장된 DKSH는 약 33,350 명의 직원과 함께 36 개 국가에서 사업하고 
있으며 2019 년에는 약 14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DKSH는 스위스 문화 유산으로 1865 년 이래 아시아 태평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DKSH 기계사업부는 
특수 산업 응용 분야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 1,670 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기계사업부는 
2019 년에 약 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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