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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R전문 개발사 ㈜투토키 추가 인수 (Add-on Acquisition) 완료 

투토키 지분 100% 확보를 통해 펀드 피인수회사인 서울비젼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기업가치 증대 

 

2018년 7월 31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가 설립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2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OPE Ⅱ”)는 피인수회사인 ㈜서울비젼(이하 “서울비젼”)의 추가 M&A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 VR 전문 개발사인 ㈜투토키(이하 “투토키”)를 성공적으로 추가 인수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투토키의 보통주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서울비젼의 자회사로 투토키를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투토키는 VR 개발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게임개발사 및 영상제작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임원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투토키는 창의적 콘텐츠 기획부터 VR 촬영, 그리고 편집과 CG 공정을 통한 콘텐츠 

완성작업까지 독자적인 원천기술과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VR 영상화질을 

구현해내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결합하여 독보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투토키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구축 완료하여 VR콘텐츠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김재욱 파트너는 “서울비젼 인수 후 바로 첫번째 추가인수합병이 성사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추가 인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접목가능한 VR콘텐츠의 특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비젼과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 확장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토키의 김동규 대표는 투토키가 보유한 독창적인 기술력과 서울비젼과의 시너지 창출에 주목하였습니다.  

“VR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삼성, 구글 등이 VR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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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VR 장비 시장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현재까지 출시된 콘텐츠들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투토키가 보유한 콘텐츠 기획력과 압도적인 초 고화질 영상 기술력을 통해 VR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VR콘텐츠에 있어서 2D및 3D/CG 효과가 

필수적인만큼, 투토키와 서울비젼이 적극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고품질 VR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본 건 거래로 오케스트라는 지난 2 월 서울비젼 인수 이후 불과 5 개월만에 추가 M&A 전략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인수 후에도 투토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던 현 김동규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투토키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건 인수의 법률자문사는 LAB Partners였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한국 및 일본 현지 중견기업 인수 후,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Global 

Champion”으로 성장시키는 동아시아 중심의 미드캡 바이아웃 펀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한국과 일본에 기반을 

두고 현지 중견기업 인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주력하는 cross-border 운용사 (GP) 

입니다. 피인수기업 고유의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LP)의 가치창출에 필요한 역량과 인내,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피인수기업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피인수기업 경영진과 협업하여 회사의 

유기적 성장 및 시장 확장, 국내외 추가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orchestraprivateequ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비젼 개요 

서울비젼은 광고 대행사 및 엔터테인먼트사, 영화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영상 후반작업 및 디지털 이미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회사는 30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본사와 상해 자회사에 각각 

80명 및 3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visionholdingscorp.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토키 개요 

2017년에 설립된 투토키는 국내 최고의 VR 전문 개발 회사로, 콘텐츠 기획부터 영상촬영 및 편집, 프로그래밍, 

개발 프로듀싱, UI 디자인/VFX/모션 그래픽/CG 애니메이션까지 전 방위적인 업무영역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VR영상 플랫폼 서비스, 초 고화질 VR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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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베이스 VR인터랙티브 게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visionholdingscorp.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