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DKSH, ColdBlock Technologies 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계약 체결 

 

아시아에 초점을 둔 선두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 DKSH 가 ColdBlock 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시료 분해 과정을 단 몇 분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통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DKSH 기계사업부는 혁신적 시료 분해 장치 제조업체인 ColdBlock Technologies 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DKSH 기계사업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ColdBlock 의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A/S 서비스를 제공한다. 

 

ColdBlock 은 ‘ColdBlock Digestion’이라는 혁신적인 시료 분해 기술을 제공한다. 이 다목적 특허 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 및 다양한 시료 유형에 대한 시료 분해 과정을 단 몇 분으로 단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일관되게 제공한다. 소량 공정에서 과염소산 및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사용하지 않고 단파 

적외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다원소 분석을 위해 고형물을 용액으로 용해하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ColdBlock Technologies CEO 닉 크륄룩 (Nick Kuryluk)은 “우리 제품은 시료 전처리 장치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다”며, “DKSH 는 현지 전문성과 시장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SH 기계사업부 대표 하노 알브래쳐 (Hanno Elbraechter)는 “우리의 우수한 지역 커버리지 및 판매, 

서비스 전문성, 업계 지식 등을 통해 ColdBlock 의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ldBlock Technologies 는 혁신적인 시료 분해 기술인 ColdBlockTM Digestion 을 테스트하고 출시하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2014 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회사는 정부 및 학계, 업계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시연하면서 시료 분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안전성을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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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