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꼬가와전기㈜   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Yoko 

gawa Electric Corporation)(이하 요꼬가와 )는 

KBC Advanced Technologies plc(본사 : 영국, CEO 

: 앤드류 하웰) (이하 KBC)의 인수가 4월 7일 자로 

영국 회사법 제 26조에 따른 법원 인가 채무 조정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KBC가 요꼬가와 그룹의 일

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KBC는 Upstream(원유 생산)과 Downstream 

(정유공장, 그리고 통합 정유 및 석유화학 생산 단

지) 분야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에 중

점을 둔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을 전 세계의 석유 

및 가스산업에 성공적으로 제공해왔다. KBC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공정 최적화 및 시

뮬레이션,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왔으며, 그 분

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장점을 확보해왔다. 요꼬가

와는 신뢰도가 높은 제어시스템과 온도, 유량 및 

압력 측정을 위한 현장 기기 및 안전하고 효율적

인 공정 운영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수에 따라 요꼬가와는 컨설팅, 패키지화

된 소프트웨어, 제어시스템 및 센서 등을 포함한 다

양한 고유의 서비스와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산업 자동

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회사로서의 지

위가 강화될 것이다. 이번 인수에 따라 요꼬가와는 

주로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상위 시스템 운영자뿐

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KBC의 고객 기반이 추가되면서 요꼬

가와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꼬가와는 Transformation 2017 계획에 따라 

회사 전반에 걸친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여 가치를 

부가하는 Co-innovation 과정에 고객들이 참여하

도록 함으로써, 요꼬가와 솔루션 서비스 사업의 확

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요꼬가와의 측정, 제

어 및 정보기술에 KBC의 Advanced Solution 기술

을 병합하고, 2015년 12월 Industrial Evolution 주

식회사(본사 : 미국, CEO : 사이먼 라이트)의 인수

를 통하여 취득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확보함으로

써, 요꼬가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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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꼬가와의 합병통합팀은 합병 후 시너지 효과

를 실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보상금을 위한 

자금은 신규로 약정된 대출에 의해 조달되며, 신규 

주식을 발행할 계획은 없으며, KBC의 재무 정보

는 2016 회계년도의 1/4분기부터 요꼬가와의 통합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다.

KBC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kbcar.

com/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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