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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H, 솔리다 바이오텍의 혁신적인 바이오 프로세스 장비 

아시아에 제공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선두적인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업체인 DKSH 가 솔리다 바이오텍 (Solida 

Biotech)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서비스를 인도네시아 및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에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DKSH 기계사업부는 혁신적인 바이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및 개발, 제조업체인 솔리다 바이오텍 (Solida 

Biotech)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DKSH 는 인도네시아 및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솔리다 바이오텍의 모든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A/S 서비스를 제공한다.  

 

솔리다 바이오텍은 소형 및 모듈식의 일회용 혹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SIP 현장 살균이 가능한 바이오 

리액터와 발효기를 제조한다. 본 제품들은 현장 시스템 CIP 세척, 위생 처리 용기, 보관과 준비 용기, 

바이오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온라인 분석기와 같은 다양한 미생물학 및 생물학적 응용 

분야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솔리다의 바이오 리액터와 발효기는 발효 및 세포배양, 줄기세포, 재생기술, 

조류, 바이오 매스, 바이오 연료, 가수 분해 등에 적합하다.  

 

DKSH 는 솔리다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제약 산업 및 생명공학 산업, 바이오식품 산업, 화장품 산업, 

R&D 연구소, 대학교 생명과학 분야, 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관에 선보일 예정이다.  

 

솔리다 바이오텍 에도아르도 롬바르디니 (Edoardo Lombardini) CEO 는 “우리의 제품은 세포주 개발, 

공정 최적화 및 특성 분석, 공정 개발 및 산업 제조를 포함한 폭넓은 응용분야에서 사용된다”며, “아시아 

내 과학기기 분야에서 DKSH 가 가진 풍부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SH 기계사업부 하노 엘브랙터 (Hanno Elbraechter) 대표는 “DKSH는 안정된 시장 진입 전략과 탁월한 

마케팅, 판매, 서비스 팀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솔리다 

바이오텍의 아시아 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솔리다 바이오텍 소개 

솔리다 바이오텍은 혁신적 바이오 프로세스 장비의 엔지니어링 및 개발,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역동적인 

기업이다. 선도적인 산업 및 기관 고객에게 연구, 생산을 위한 새로운 생물 반응기와 발효조, 분석 장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발효 및 위생 처리,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20 년이 넘는 경험과 배경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 이후로 솔리다 바이오텍은 제품 라인 최적화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신 제약 표준을 충족시키는 고품질 시스템을 제공한다. 솔리다 

바이오텍은 엄격한 품질관리체제 하에, 자재 및 공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생산단계를 완벽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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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모든 바이오 프로세스 장비는 전 세계적인 유통을 위한 최신 GLP 및 cGMP, GAMP, FDA, SFDA 

기준을 준수한다.  

 

DKSH 소개 

DKSH 는 아시아에 초점을 둔 시장 확장 서비스 제공 업체다. “시장 확장 서비스”가 의미하는 바처럼, 

DKSH 는 다른 기업 및 브랜드의 새로운 혹은 기존 시장 내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한다. DKSH 는 2012 년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Swiss Exchange 에 상장된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전 세계 

36 개 국 780 개의 사업장 중 750 개가 아시아에 위치, 30,320 명의 직원 수를 보유하며, 2016 년 기준 약 

12 조 (CHF 10.5 billion)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DKSH는 1865 년에 설립됐다. 강력한 스위스 헤리티지에 

기반한 DKSH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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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개의 사업장과 500 명의 서비스 엔지니어를 포함한 약 1,360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DKSH 기계 

사업부는, 2016 년 기준 한화 약 4,300 억 (CHF 385.4 million)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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