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언론 연락처:
Karolina Szymanska
+44 784 103 1989
Karolina.Szymanska@bentley.com
트위터 팔로우하기:
@BentleySystems

The Cohesive Companies는 OXplus의 인수와 경영자 교체를 통해 운송
인프라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새로운 CEO로 임명된 Dr. Mark Bew MBE
EXTON, Pa. – 2021년 10월 5일 – Bentley Systems, Incorporated (Nasdaq: BSY)의
완전소유이나 독자적 운영 중인 디지털 통합 사업 유닛이자 인프라 공학 소프트웨어
회사인 The Cohesive Companies는 오늘 네덜란드 베겔에 본사가 있는 선두 철도 자산 관리
특화기업인 OXplus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인수는 17년 동안 Bentley Systems를
훌륭하게 이끄는 가운데 2020년에는 The Cohesive Companies의 여러 전신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합병한 뒤 은퇴한 Noah Eckhouse의 후임으로 Dr. Mark Bew MBE를 The
Cohesive Companies의 CEO로 임명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OXplus는 The
Cohesive Companies에 인수된 여섯 번째 브랜드로, 인프라 클라이언트 및 예하 기관들에게
가장 탁월한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를 가져다주고자 하는 임무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OXplus는 전 세계의 철도 소유주,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그리고 철도차량 제조사로
하여금 각자의 자산에 대한 성능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구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합니다. 이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IoT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리

또는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며, 정지 시간을 방지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인 자산 일정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뛰어난 클라이언트 경험을
제공합니다. 2010년 설립된 OXplus의 인수는 The Cohesive Companies의 유럽 및 타
지역에서의 기업 자산 관리 비중 확대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OXplus는 최근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단상 지하철 사업인 명망 높은 Riyadh 지하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Riyadh 지하철의 신규 열차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Siemens Mobility를 지원 중입니다.
Bew는 2020년 Bentley Systems와 The Cohesive Companies에서 영국의 건조 환경 자문
회사인 PCSG를 인수하는 중 합류하여, 디지털 자문 서비스와 솔루션을 수송 부문의 세계
일류 소유주 및 운영 기업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클라이언트와 사업으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인 HS2의 전체 철도 시스템 디지털 트윈 개발, 영국 전략
도로망 운영 기업인 Highways England(국가 고속도로), 그리고 Heathrow Airport Ltd를
꼽을 수 있습니다. PCSG의 공동 경영을 맡기 전, Bew는 Costain과 URS-Scott Wilson과
정보 및 경영 시스템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Bew는 또한 런던에 위치한 영국 정부의 BIM
과업 집단을 이끌며 주요 영국 공공 부문 인프라 프로그램에 디지털 기법과 절차를
반영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George Church는 The Cohesive Companies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근무 중인 Church는 Bentley Systems에서 전문 서비스
사업부문의 선임 부사장 경력을 비롯하여 27년 간 쌓아온 깊은 지식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Mark Bew는 "우리는 OXplus 팀을 맞아 The Cohesive Companies의 지역 및 부문간 균형을
보강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체 팬데믹 기간 동안 전적으로 가상 공간을 통해
작업하면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얻은 우리의 총체적 성공과 학습 곡선은 세계 곳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 자원을 모으고 추가로 유치하는 성장 전략을 입증했습니다. Noah
Eckhouse의 뒤를 잇게 된 저는 기술 제공업체들 간 클라이언트들의 투자 선택지로부터
독립적으로 건축 및 자연 환경 전반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완전한 생애주기 디지털

통합자로 본사가 가지는 고유의 역량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철도 및
운송 운영 및 서비스 최적화에 대한 OXplus의 숙련도가 본사로 하여금 인프라로부터
개선된 사회적 혜택을 목표로 하는 영국 공공 부문의 디지털 트윈 열망을 통해 표현된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OXplus CEO인 Henri Snijders는 "우리는 OXplus가 The Cohesive Companies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철도 및 수송 부문의 선두 디지털 자문회사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기념비적 업적을 가능케 한 OXplus의 모든 팀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OXplus CCO인 Richard Van Dongen은 "디지털 전환의 발전은 인프라 및 철도 차량 디지털
트윈의 획기적인 이점으로 이어지는 주요 철도 프로젝트의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욱 큰 운영 가치를 수송 부문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지 1:

자막: OXplus는 2020-2021 기간 중 Riyadh (KSA)에서 2개의 대규모 IBM Maximo 구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6개 지하철 노선의 2개 운영 및 유지보수 기업을 도와
176 킬로미터 길이에 해당하는 철로/인프라 구간, 85개 역, 그리고 총 470대의 무인차량을

아우르는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국 외부에서 실시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철도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The Cohesive Companies에 대하여
The Cohesive Companies는 Bentley Systems의 완전소유이나 독자적 운영 중인 사업 부문에
해당합니다(Nasdaq: BSY, 인프라 공학 소프트웨어 회사 www.bentley.com). The Cohesive
Companies는 소유주 및 운영기업들로 하여금 BIM, 기업 자산 관리(EAM), 자산 생애주기
정보(ALIM) 및 자산 성과 모델링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문, 시스템 통합 및 기술

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합니다. 인프라 디지털 트윈에 관한 본사 고유의 종합적
전문성은 개발 플랫폼에서 운영체제, 클라우드에서 모바일 환경, 자산 전달에서 고객
서비스 최적화까지 아우를 뿐만 아니라, 관리 및 사업 절차 재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유용한 기술 구현을 넘어선 범위를 다룹니다. The Cohesive Companies는 Cohesive
Solutions, Cohesive Asset Performance, SRO Solutions, PCSG, Ontracks Consulting 및
OXplus의 사업 부문 및 역량을 통합하여 세계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www.cohesivecompan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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