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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sberg 디지털 피니싱, 독립 사업체로 전환 
반세기에 달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 투자 및 확장 계획 앞둬 

 

디지털 후가공 업계에서 가장 큰 신뢰도와 입지로 손꼽히는 Kongsberg가 오늘(4월 6일) 독립 

회사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Kongsberg PCS')로 전환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에 앞서 Kongsberg는 OpenGate Capital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Kongsberg가 Kongsberg PCS로 전환되면서 사업체가 혁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인 Kongsberg PCS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Stuart Fox(President, Kongsberg PCS)는 "회사 임직원 모두에게 진정 뜻깊은 날입니다."라며, 

"1965년 이래 Kongsberg라는 이름은 혁신이라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사의 시스템은 

70년 동안 업계에서 정밀함, 신뢰성, 고품질을 실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OpenGate Capital에 

인수된 후 이제 당사는 미래와 차세대 혁신 및 성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965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Kongsberg는 1998년 Esko(당시 Barco)에 매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Esko는 사모투자회사 OpenGate Capital에 Kongsberg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수 

항목에는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의 자체 연구 및 개발 시설과 체코 브르노의 생산 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Fox는 "Kongsberg 팀에는 야망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후가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한층 더 혁신할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동시에, 패키징 산업을 넘어 Kongsberg 브랜드를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Fox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의 역사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력 4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Kongsberg에 근무한 지 30년이 

넘는 장기 근속자입니다."라며,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Kongsberg의 가치, 즉 장비의 힘, 

성능, 수명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Fox는 "판매, 서비스, 소모품, 예비 부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라며, "전환 중 

고객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2021년에도 비즈니스는 평소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Fox는 "당사는 계속해서 테이블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몇 개월 동안 자동화 솔루션으로 

최신 개발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Kongsberg PCS 소개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Kongsberg PCS)는 전 세계 패키징, 사이니지 및 디스플레이 

시장에 최첨단 디지털 커팅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Kongsberg PCS 사용자는 우수한 커팅 

테이블과 시장을 선도하는 도구의 조합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965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Kongsberg는 1998년 Esko(당시 Barco)에 매각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Kongsberg PCS는 OpenGate Capital이 소유한 독립 사업체로 거듭납니다. 

OpenGate Capital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사, 파리에 유럽 사무소를 둔 

사모투자회사로, 5대륙 모두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ongsberg PCS 글로벌 직접판매 및 리셀러 네트워크는 패키징, 사인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며, 현재 Kongsberg PCS는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ongsberg PCS는 벨기에 겐트와 미국 오하이오 마이애미스버그에 본사,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에 연구 및 개발 시설, 체코 브르노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ongsbergsystems.com을 참조하십시오. 
 
 

마무리 

 

추가 보도 관련 문의는 PHD Marketing Ltd.의 Jo Mead 또는 Andy Dickens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44 (0) 1977 708643 

이메일:  Jo.Mead@phdmarketing.co.uk 또는 Andy.Dickens@phdmarketing.co.uk  

 



Kongsberg PCS 및 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HD Marketing Lt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Cavalier Suite, The Barracks, Wakefield Road, Pontefract, West Yorkshire WF8 4HH, UK. 
전화: +44 (0) 1977 708643 또는 이메일: hello@phdmarketing.co.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