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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피닉스다트 재팬을 통해 Kaji Corporation의 다트 딜러십 부문 추가 인수 

 

일본 소프트-팁 다트시장의 수직적 통합을 위한 카브아웃(carve-out) 인수 성공적으로 마무리 

 

2019년 12월 27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가 설립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3 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OPE III”)는 일본 소재 ㈜Kaji Corporation(이하 “Kaji”)의 다트 딜러십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금번 Kaji 추가 인수는 OPE III의 피인수회사인 일본의 ㈜피닉스다트 재팬을 통해 분할 기업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984 년 일본 나고야시에 설립된 Kaji 는 오락기기 유통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으며 현재 일본 최대의 

가라오케 기기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가라오케 사업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aji는 소프트-팁 

다트 부문 및 코인식 아케이드 기기 유통, 그리고 “i café” 라는 브랜드의 인터넷 카페 운영 및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해왔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일본의 사모펀드인 Advantage Partners 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Hiro Wakashita 어소시에트파트너는 “이번 추가 인수를 통해 피닉스다트 재팬의 추가 성장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일본내 소프트-팁 다트 산업 및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Kaji가 보유한 다트 포트폴리오를 피닉스다트 

재팬에 통합함에 따라 소프트-팁 다트 밸류체인의 수직계열화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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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딜은 2019 년 2 월 오케스트라가 ㈜피닉스다트를 인수한 이후 두번째 추가 인수(add-on acquisition)로 

성사되었으며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다트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인수의 법률 자문사는 Tokyo International Law Office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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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다트 개요  

피닉스다트는 전자다트 생산과 유통 및 국제 대회를 주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 위 브랜드 

“피닉스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30개국에 3만대의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스페인, 미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phoenixdart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ji Corporation 개요  

Kaji Corporation 은 일본 나고야에 본사를 둔 오락기기 유통 회사이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및 프랜차이저 

(franchisor)입니다. 1984 년에 설립된 회사는 현재 일본 최대의 독립 가라오케 기기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kaji-corp.co.j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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