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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Maruman H&B 로 첫 매각 성공

일본 상장사 Iwaki & Co.에 마제스티 골프에서 분사한 자회사 Maruman H&B 매각 완료

2020 년 12 월 17 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가 설립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1 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이하 “OPE I”)는 ㈜마루망 H&B (이하 “MH&B”)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였습니다. MH&B 는
일본국의 ㈜마제스티골프 (이하 “마제스티저팬”)의 헬스케어 사업부문으로, 2018 년 10 월에 일본에서 분사한
자회사입니다. 마제스티저팬는 2020 년 12 월에 의약품 및 화장품, 기능성 식품 원료 관련 제품의 개발, 유통 및
도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 상장사 Iwaki & Co. (TSE: 8095, 이하 “Iwaki”)에 MH&B 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분사가 완료된 이후, 일본 내 7 만개의 드럭스토어, 양판점 및 편의점 등의 유통망을 통해
건강보조제, 금연보조제, 구강케어 제품 및 화장품을 판매하는 MH&B 를 유통 선도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오케스트라의 Hiro Wakashita 파트너는 “MH&B 의 임직원들과 협업하여 이룬 성과라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cross-border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브랜드들의 일본 현지 출시 및 효율적인 매출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8 년 10 월, 마제스티저팬의 헬스케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완전자회사로
분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MH&B 를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하며 헬스케어 제품 및 화장품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MH&B 는 오케스트라의 cross-border 확장 및 오퍼레이션 중심 전략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을 보여준
일례입니다. Iwaki 는 금번 인수를 통해 MH&B 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자사 제품 노출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남은 피인수기업들의 운영에 매진하며 투자자 가치창출을 위해 보다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건 매각의 법률 자문사는 일본소재 Tokyo International Law Office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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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루망 H&B 개요
마루망 H&B 는 일본에서 건강보조제, 금연보조제, 구강케어 제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사입니다.
MH&B 는 과거 ㈜ 마제스티골프의 헬스케어 사업부문이었으며, 2018 년 10 월 물적분할을 통하여 완전 자회사로
분사하였습니다. MH&B 는 드럭스토어, 편의점, 양판점 및 전자제품 소매점 등을 포함하여 일본 내 7 만개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aruman.co.j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waki 개요
Iwaki 는 의약품,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 원료 관련 제품의 개발, 유통 및 도매사업을 전개하는 일본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waki-kk.co.j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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