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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 공개매수 추진을 통해 마루망저팬 지분 51% 확보

일본 자스닥 (JASDAQ) 상장 기업인 마루망 본사 지분 18% 추가 매입 완료

2018 년 4 월 5 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가 설립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1 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OPE I”)는 공개매수를 통해 일본 JASDAQ 상장 기업인 ㈜마루망(이하 “마루망저팬”)의
보통주 18%를 성공적으로 추가 인수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이미 지난 2017 년 7 월에 마루망저팬의 지분
33%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OPE I 은 2018 년 2 월 15 일에 공개 매수를 개시했으며, 마감일인 2018 년 3 월 30 일부로
총 9.3 억엔 (한화 95 억원)에 상응하는 3,165,000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본건 공개매수 자금은 오케스트라의 자회사이자 마루망저팬의 국내 독점 판매사업자인 마루망코리아의 차입을
통해 조달했으며, OPE I 은 추가 자본유입 없이 공개매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 공개매수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마루망저팬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하게 됐으며, 마루망저팬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키요 나카노 동경사무소 파트너는 성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오케스트라 핵심 투자전략 이행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주가 관리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케스트라 김재욱 서울사무소 파트너는 “마루망저팬과 마루망코리아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사간 자원 공유와 제품 포트폴리오 연계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안타증권이 마루망코리아에게 본건 공개매수 자금대출을 제공하였으며, 미타증권과 Hibiya Nakata 가 각각
주간사와 법률자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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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마루망는 동경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글로벌 골프 용품 제조 및 유통 기업입니다. 회사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MAJESTY 는 한국, 일본, 중국의 럭셔리 골프 클럽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majesty-golf.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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