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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 MultiCam 인수 
이번 인수로 디지털 마감 시장에서 점하고 있는 선도적 위치를 더욱 강화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 (Kongsberg PCS)는 컴퓨터 수치제어가공(CNC) 절단기 및 

디지털 마감 공정을 생산 및 유통하는 미국 기업인 MultiCam, Inc.를 인수했다는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운영 회사와 캐나다 및 독일의 영업소를 아우르는 이번 MultiCam 인수로 북미와 유럽에서 

Kongsberg PCS의 시장 범위와 고객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디지털 마감 및 CNC 절단기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다양화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Kongsberg PCS 대표인 Stuart Fox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Kongsberg와 MultiCam 모두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날입니다. 두 회사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업계 최고의 절단 및 마감 

공정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 기반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수가 마무리된 지금, 회사를 통합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생각에 흥분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Kongsberg PCS가 OpenGate Capital에 인수되어 독립 사업부로 출범하고 불과 5개월만에 이번 

인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OpenGate Capital의 파트너인 Julien Lagrèz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혁신과 추가 투자를 통해 

Kongsberg PCS를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해 투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기업 

합병을 통해 Kongsberg PCS는 시장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폭넓어진 글로벌 고객 기반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Stuart Fox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1965년 이후로 Kongsberg는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당사 시스템은 업계 선도적 위치에서 70년 이상에 걸쳐 정밀도, 신뢰성 및 

고품질을 실현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투자 전략을 통해 현재의 확고한 기반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MultiCam 또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Kongsberg와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하며 지금의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Kongsberg PCS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개발 및 확대하고 툴링과 소모품 솔루션을 성장시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 진출하지 못했지만 당사의 시장 선도적 솔루션이 가진 이점을 누릴 것으로 생각되는 시장 

부문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MultiCam는 다양한 CNC 라우터, 레이저, 

플라스마, 워터젯 및 나이프 절단기 등으로 방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MultiCam을 

Kongsberg의 새 식구로 맞이하는 이번 인수는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1989년에 설립된 MultiCam은 간판 제작부터 디지털 마감, 항공우주부터 자동차, 판금부터 강판 

가공, 활엽수부터 캐비닛 제작, 열성형 트리밍부터 플라스틱 제조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과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CNC 절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MultiCam, Inc.의 CEO인 David J Morse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ultiCam은 라우팅, 제작 및 디지털 마감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적 수준의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30년 이상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 MultiCam 브랜드는 품질, 내구성 및 사용 

편리성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MultiCam가 마찬가지로 뛰어난 글로벌 브랜드와 문화를 

구축한 Kongsberg와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CNC 절단의 세 가지 범주 모두에서 진정한 글로벌 절단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MultiCam을 

성장시키는 것이 항상 저의 목표였습니다. 디지털 마감 분야에서 Kongsberg가 쌓아온 50년의 

경험과 12,000대 이상의 설치 기반, 그리고 MultiCam가 보유하고 있는 14,000대 이상의 설치 

기반이 결합되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Kongsberg의 훌륭한 경영 

팀과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절단 솔루션 제공업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이 회사는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 합병 후에도 MultiCam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며, 

David J Morse는 Kongsberg PCS 경영 팀에 합류하여 MultiCam 사업을 계속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콩스버그 PCS 소개 

Kongsberg 정밀 절단 시스템('Kongsberg PCS')은 전 세계 포장, 간판 및 디스플레이 시장에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절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술과 창의성을 융합하여 Kongsberg PCS는 혁신을 주도합니다. 고객은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고 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시설은 1965년에 회사가 설립된 노르웨이의 Kongsberg에 여전히 있습니다. 생산 

현장은 체코 공화국의 Brno에 있습니다. 글로벌 본사 및 고객 경험 센터는 벨기에 겐트에 

있으며 북미 본사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파리에 유럽 사무소를 두고 5개 대륙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OpenGate Capital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ongsbergsystems.com을 방문하십시오. 
 
 

MultiCam, Inc.에 관하여 

1989년 설립된 MultiCam은 미국산 철강, 부품 및 인재를 원동력으로 고품질 Made-in-America 

제품을 제공하며 30년 이상 세계 제조 산업에 헌신해 왔습니다. MultiCam은 14,000대 이상의 

기계를 납품했으며, 각각은 주문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MultiCam은 간판 

제작부터 디지털 마감, 항공우주부터 자동차, 판금부터 강판 가공, 활엽수부터 캐비닛 제작, 

열성형 트리밍부터 플라스틱 제조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과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CNC 절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ultiCam은 북미 전역에 20개의 기술 센터와 함께 전 세계 60개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판매, 서비스 및 프로세스 응용 전문가 네트워크를 배치하여 전 세계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ultiCam의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CNC 라우터, 디지털 절단기, 레이저, 

플라즈마 및 워터젯 절단기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ulticam.com을 방문하십시오. 
 

OpenGate Capital에 관하여 

OpenGate Capital은 비즈니스 인수 및 운영에 전문성을 두고 경영 개선, 혁신 및 성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사모 펀드사입니다. 2005년 설립된 OpenGate Capital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유럽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OpenGate의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인수, 전환, 운영, 구축 및 확장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penGate Capital은 유산 및 펀드 투자를 통해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기업 분할, 경영진 인수, 특수 상황,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30건 

이상의 인수를 실행했습니다. 

OpenGat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pengatecapital.com을 방문하십시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