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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BMT 와 국내의 환자에게 조기 폐암 진단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국내외 의약품·의료기기 시장 내 환자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협력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바이오메트릭스테크놀로지 (이하 BMT)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시장확대 

서비스 (Market Expansion Service) 업체 DKSH 코리아헬스케어 사업부 (이하 DKSH)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 환자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두 회사는 2021년 11월4일 서울 강남의 DKSH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BMT 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0~1기 폐암 진단 제품을 시작으로 헬스케어 제품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 확대, DKSH 는 다국적 시장확대 서비스를 통한 기존 및 신규 영업망 구축 양사 협력 시너지 

창출 신규시장 발굴 등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환자의 조기진단을 통한 정확한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환자의 조기진단, 특히 혈액 및 암의 조기 진단을 통해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환자 중심은 BMT 의 사명입니다.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보다 전문화된 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선 BMT 대표는 “BMT 의 오토항체 검출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0~1기 

폐암진단제품이 DKSH 에서 제공하는 다국적 시장확대 서비스를 통해 국내시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되며 향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BMT 의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 다양한 제품들을 DKSH 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런칭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쉽 체결이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암 

진단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 서로 윈-윈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인희 DKSH 헬스케어 사업부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DKSH 의 시장 확장 서비스에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가하게 됐다”며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BMT 의 환자 진단 서비스를 

접목해 서비스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태선 바이오메트릭스 테크놀로지 대표와 이인희 DKSH 헬스케어 사업부 대표를 포함한 

양사 임원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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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트릭스 테크놀로지 소개 

㈜바이오메트릭스 테크놀로지(이하 “BMT”)는 유전자 칩과 단백질 칩 제조에 필수적인 고체 기질에 

생체분자들이 자발적으로 표면에 비가역적으로 고정화 되는 기술을 기반으로 원천기술인 9G 

기술(유전자 배열기술)과 DAGON 기술(미량 단백질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오토항체 

분석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1기 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의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의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 10월 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BMT 의 기술은 국내외 병원의 전문가들의 임상 연구와 자체 시험을 통해 그 기술력을 

검증받았으며, 검증 결과를 담은 논문을 40편 게재하였다. 이 중 핵심기 술인 9G 기술, DAGON 기술, 

그리고 암 항원과 암 항원에 대한 오토항체의 ratio 를 이용한 정상인과 1기 폐암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Chemical Communications (I.F. 6.1) 저널 등에 표지논문으로 발표되어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BMT 는 유전자 칩과 단백질 칩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단 제품 특히 

혈액을 사용하여 1기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제품 개발을 실현한 기업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바이오 진단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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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소개 

DKSH 는 1865년 설립돼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회사로 전 세계 37개 국 

870개의 사업장 중 750개가 아시아에 위치, 33,000명의 직원 수를 보유하며, 2020년 기준 약 13.7조원 

(CHF 10.7 billion)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DKSH 헬스케어 사업부는 아시아에서 No. 1 시장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두 기업으로서, 한국에서는 

2010년 제약물류 3PL/4PL 서비스를 시작으로 여기에 2015년 VAS (Value Added Service)로서 

허가대행서비스(Registration Service) 및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컨슈머헬스를 생산하는 고객기업의 

사업 영역을 한국시장으로 확대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물류 및 배송, 마케팅 영업을 기반으로 한 유통 서비스, 

그리고 CSO (Contracted Sales Organization)등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KSH Korea Ltd. 

임진환 전무  

헬스케어 사업부  

전화 : +82 2 2192 9534 

이메일 : james.lim@dksh.com 

 
DKSH Korea Ltd. 

민소연 대리 
Branding & Communications 

전화 : +82 2 2192 9628 

이메일 : serena.min@dks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