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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Block™ digestion
혁신적인 분석시료 전처리 기술
ColdBlock™ Technologies는 혁신적인
시료 분해기술인 ColdBlock™ Digestion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특허기술은 시료분해 공정을 단 몇
분만에 단축시켜, 여러 산업분야 및

다양한 시료 유형에서 일관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ColdBlock™ Digestion 은 단파 적외선
냉각 블록을 이용하여 시료 분해시간을
단축하고 시료처리량을 가속화하며,

기존 전처리 방법보다 더 안전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시료
분해 기술입니다.

시료전처리의 새로운 성능 기준을 제공
ColdBlock™ Digestion은 다원소 분석을
위하여 고체시료를 액체상태로 용해시킵
니다. 이것은 시료 입자에 에너지를 공급
하기 위해 집중 단파 적외선(IR)을 사용한

냉각 블록이 응축효과를
촉진시킵니다.

최초의 분해기술입니다.
냉각 블록은 응축 효과를 촉진시켜 시료
의 가열 및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
의 배출을 최소화 시킵니다.

시료의 원소 회수율이
매우 높고 정확합니다.

ColdBlock™ Digestion 은 다음과 같은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IR 램프에서 방출되는 높은
에너지가 시료 입자에
직접 공급됩니다.
환경

단 몇 분 만에 시료분해를
완료시킵니다.

제약

탁월한 제품 성능
• 높은 정확성과 재현성
광업

금속

• 매우 빠른 시료 분해 (수 분 이내)
• 안전함 (분해 공정에서 하이드로플로릭산이나 과염소산이 없음)
• 적은 양의 시약으로도
   가능
• 다양한 시료 크기 (0.2 - 30g)*

식품, 농업

* 0.2 - 30g이 적합하며, 그 이상이나 이하의 시료 크기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ColdBlock™은 시료전처리 시간을 단축
법보다 더 안전하게 생산성을 향상시킵
니다:

Time

하고 시료처리량을 가속화하며 기존 방

• 전처리 시간을 수 분으로 단축
• 탁월한 시료처리량 및 생산성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높은 산업안전성

시료전처리 시간

• 신속한 의사 결정

기존 전처리 기술
ColdBlock 시료 분해 기술

제품 정보
분해 조건에 맞는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ColdBlock™ 제품군

		

		

ColdBlock Technologies는 다양한 시료

모델명

용량

모듈 확장

시료 크기

제품의 특징 및 액세서리:

CBL12L

12 채널

24채널 워크스테이션

최대 30g

• 상단부 냉각 블록

CBS15S

15 채널

30채널 워크스테이션

최대 5g

• 하단부 가열 챔버
• 양극산화 알루미늄 하우징
• 전자 제어 모듈
• 시험관 및 선반
• 모듈형 디자인
• 다양한 크기의 시료 응용
• CE 및 CSA 인증 완료

기술요구사항:
•240V 단상/30A/60Hz 전원 공급
•흄 후드, 또는 이와 유사한 배기시스템
CB12L

CB15S

"ColdBlock에 숨겨진 과학은 놀라울 정도
로 짧은 시간 안에 분석 시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분해 시간은 15분 미만이
며 결과물은 기존 분해 기술과 거의 같습
니다. 과염소산의 제거와 함께, 필요한 산
(acid)의 전체적인 감소로 인해 ColdBlock
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기술이 되었
습니다."
Dr. Ian D. Brindle Professor of Chemistry at Brock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