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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네 번째 펀드 조성 후 피자 브랜드              

‘반올림피자샵’ 투자 완료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성공적으로 설립, 향후 동남아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진출 도모 

 

배포일: 2021년 11월 03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는 국내 토종 딜리버리 피자 브랜드인 ‘반올림

피자샵’을 운영하는 ㈜반올림식품 (이하 “반올림피자”)의 투자를 위하여 프로젝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

빗 에쿼티 제 4 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이하 “OPE IV”)를 설립하였습니다. 본 건 PEF는 반올림피자의 본사 및 

수도권지사 ㈜반올림식품서울의 지분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OPE IV의 출자자는 한국의 기관투자

자로 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 이후 매도인인 윤성원 대표와 파트너쉽을 형성해 국내외 확장과 더불어 다양

한 전략적 경영관리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반올림피자는 도우와 갈릭소스 등의 핵심재료를 대구에 소재한 본사 및 공장에서 자체 제조하여 업계 경쟁

사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에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R&D 및 마케팅팀에 꾸준히 투자하여 주요 

소비자층인 2030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자체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

고 2021년에는 다양한 소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노출을 대폭 확장하여 주문이 늘어나기도 했습

니다. 최근에는 ‘아이유’를 전속모델로 발탁해 다양한 연령층에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반올림피자는 전국 약 300개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맹점 총 매출은 연평균 약 25% 이상 성

장하여 1200억원 이상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올림피자는 창립 후 약 10년의 짧은 기간에 피

자업계 상위권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국내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매출기준 4위를 달성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김주형 매니저는 “반올림피자는 대구에서 시작한 브랜드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으로 빠르

게 확산하고 있다” 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반올림피자를 성공적으로 전국 1위 브랜드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

적인 피자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올림피자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네 번째 펀드를 설립하여 약 2,500 억원 수준의 운용자산을 운영하게 되었

습니다. 본 건의 재무, 세무 자문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컨설팅은 LEK Consulting, 법률자문사는 

LAB Partners 가 맡았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동북아시아에 기반을 둔 크로스보더 운용사로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시키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투자대상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기업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회사의 유기적인 성장 및 지역 확장과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사업을 

http://www.orchestraprivateequity.com/


www.orchestraprivateequity.com  Press Release 20210726 

 

제도화하고 국내외 추가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orchestraprivateequ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information@orchestraprivateequity.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피자 개요 

반올림피자는 2013년 설립되어 한국 대구에 본사 및 2개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배달 전문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네번째로 큰 피자 회사이며, 개성 있는 피자토핑으로 젊은 고객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올림 브랜드는 창립 이래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약 300개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피자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andmadepizz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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