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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도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핸드헬드 재귀반사체 측정기의 
세계적인 생산 업체인 Zehntner GmbH Testing 
Instruments를 인수한 혁신적인 비파괴 검사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 Proceq 
슈베르첸바흐/스위스, 2017년 12월 13일 - 오늘 Proceq는 재귀반사체 측정기, 광택 계 및 기타 

표면검사 제품의 세계적인 제조업체이자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Zehntner GmbH Testing 

Instruments를 비공개 조건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귀반사체 측정법은 중요한 도로 안전의 문제인 도로 인프라의 가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광택측정은 페인트, 광택제, 자동차, 제지 및 재처리 산업에 있어서 매니폴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외관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Proceq 제품군에 새로운 스위스 품질 장비를 추가하여 광학기능을 가진 

계측기를 포함하도록 제품군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결합된 포트폴리오는 잘 정비된 기존의 

Proceq 글로벌 유통망과 입증된 Proceq R&D 노하우의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Proceq의 CEO인 Ralph Mennicke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양사의 제휴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시장 선도적인 휴대 기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해 NDT 솔루션의 

범위를 확장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결합하면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Zehntner의 CEO은 Peter Zehntn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유명한 Zehntner 브랜드가 

Proceq 및 Tectus Group의 일부가 됨으로써, 수십 년에 걸쳐 기반을 다져 놓은 당사의 유명 

제품이 이제 스위스 품질 및 고객 서비스의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투자 확대를 통해 비상할 수 

있기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Proceq의 회장이자 Tectus Group의 CEO인 Marcel Pos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번의 전략적 인수는 지속적인 성장과 제품 다변화를 향한 Proceq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Proteq는 모회사인 Tectus Group과 공동으로 현대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를 제공하는 한편, Zehntner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전략적인 발표는 Proceq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최신 Equotip®, Pundit® 및 Proceq GPR 솔루션을 출시한 지 

불과 수 주 만에 나온 것입니다. 2018년 Proceq는 NDT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를 더욱 발전시킬 

추가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모델을 대여 솔루션으로 배포하여 과거 NDT 검사에서 

경험했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장진출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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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q SA 소개 

스위스의 Proceq은 휴대용 재질 테스트(NDT)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Proceq의 Global 

Summit(https:/www.proceq.com/company/news-events/show/proceq-global-summit-2017)에서, 

Proceq는 콘크리트 구조물 테스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 휴대용 초 광대역 레이더 장치인 

Proceq GPR Live를 출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유한 가변 테스트 부하 UCI(Ultrasonic Contact 

Impedance) 테스트 프로브와 특별한 사물인터넷 금속경도 테스트 장치인 ‘Equotip® Live UCI’로 구성되는 

두 가지 새로운 휴대용 Equotip® 금속경도 테스트 솔루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Proceq는 2018년 초에 

모바일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한 클라우드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최초의 완전 연결형 Original Schmidt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를 비롯하여, 인공지능(AI) 기능으로 Proceq의 유명한 Pundit 제품군에 포함될 무선 

초음파 프로브 어레이 솔루션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ectus Group의 일부인 Proceq는 1954년 이래로 혁신적인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있는 강력한 연구개발 팀은 최신기술을 갖춘 스위스 제품을 끊임 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Proceq는 북미 및 

남미, 영국, 러시아, 중동 지역, 중국 및 싱가포르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스위스 회사로서 전세계 고객에게 

최상의 지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proceq.com  

Zehntner GmbH 소개 

Zehntner 브랜드라고 하면 스위스에서 제작된 고품질 전자 및 물리적 측정 및 테스트 장비를 일컫습니다. 

Zehntner는 광택 측정, 재귀반사체 측정 및 기타 테스트에서 표면의 품질관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고객 의견에 대한 일관적이고 신속한 구현이 결합되면서 모든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계측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 제품 개발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표준위원회의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함으로 혁신적인 비전과 최신기술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ww.zehntner.com  

Tectus Group 소개 

Tectus Group 및 계열사는 스위스 취리히(Zurich)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족 소유의 다국적기업입니다. 

엔지니어링 및 건설, 부동산, 사물인터넷 & 감지기술, 디지털 건강, 엔터테인먼트 및 라이프스타일, 자문 및 

투자 등의 6개 시장 부문에 걸쳐 다양한 투자 지분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또는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자회사는 업계 최고가 되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Tectus Dreamlab Pte Ltd (www.tectusdreamlab.com) 는 2015년 11월 최첨단 교차기능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Tectus Group에 의해 싱가포르의 Fusionopolis에 설립되었습니다. Tectus Dreamlab 팀은 Tectus 

Group 내의 기존 전문기술과 싱가포르에 있는 다양한 연구 플랫폼의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학제적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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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tus Dreamlab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전세계에 약 57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에서 최적 성과를 보장하는 자산 모니터링,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인 Screening 

Eagle Platform(http:/tectusdreamlab.com/new-technology/monitor-collect-and-collaborate-with-

the-screening-eagle-platform)입니다.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의 세계적 트렌드, 사물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드론 등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지역의 고객 및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www.tectusgro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