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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TMHealthcare Packaging, 세계 의료 산업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CleanCut Technologies 인수.
이 인수는 마운팅 카드관련 전체 Solution과 25,000 평방미터의 클린룸 제조시설을 포함합니다.
펜실베니아 TREVOSE, 캘리포니아 ANAHEIM (2019년 1월 29일)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무균 포장재 공급 업체인 Oliver™ Healthcare Packaging이 오늘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소재의 의료 포장재 생산 기업 CleanCut Technologies 인수를 발표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른
올리버의 인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받은 카테터 및 가이드 와이어, 마운팅 카드, 파우치, lid, 운송용 상자의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포함합니다.
• 디자인, 포토타이핑, 3D 프린팅, 튜브 플레어링, 패드 프린팅 그리고 수탁 포장.
•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ISO Class 7, Class 8의 클린룸 제조, 물류창고 및 사무소의 공간을 포함, 약
총 70,000 평방미터의 시설.
CleanCut 은 FDA 등록및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였고 기업 인수는 2019 년 1 월 24 일에
완료했습니다.
Oliver Healthcare Packaging 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CEO) 인 Mike Benevento 는 “우리는 CleanCut
Team 이 들어 오게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Oliver 와 CleanCut 모두 의료용 포장 및 업계에서의 차별화 되는 핵심포인트, 그리고 우리의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고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및 West coast 에 본사를 둔 우수한 디자인팀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 고객 서비스,그리고 신속한 시장 출시를 제공합니다. "
CleanCut Technologies의 사장인 Tim Bell은" 파트너쉽을 하게 된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양사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에 멸균배리어포장의 선두주자로서 우리의 공동진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OLIVER™ 소개. Oliver™ Healthcare Packaging은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에 메디컬파우치, lid,
롤스톡, 마운팅카드 등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급업체입니다. 당사의 포장재는 멸균, 운송, 보관과정
전반에 걸쳐 의료기기와 제약제품을 보호합니다.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생산시설을 갖춘 Oliver는 ISO 13485
인증기업입니다. www.oliverhcp.com
CLEANCUT TECHNOLOGIES, LLC 소개.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CleanCut Technologies는 FDA QSR 등록및 ISO 13485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포장재 전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제품은 생산이력 추적이 가능한 클래스 7
(10,000)과 클래스 8 (100,000) 인증환경에서 생산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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