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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두 번째 바이아웃 펀드 조성 완료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2 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하여 국내 시장점유율 1 위 영상

후반작업 기업인 서울비젼과 상해 자회사 인수 완료

2018 년 2 월 23 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는 국내 영상 후반작업 기업 서울비젼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2 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금번
펀드는 서울비젼의 지분 87%를 인수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3 억원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2018 년 2 월 23 일 주식취득 및 대금납입을 완료하며 인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비젼은 1986 년에 설립된 영상 후반작업 (Post-production) 기업으로, 주로 국내 TV 광고 후반작업에
사업영역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편집, 합성, 3D/CG 효과, 칼라, 녹음 등 모든 후반작업분야 작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그간 약 3 만편 이상의 TV 광고 후반작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광고주, 광고대행사, PD 프로덕션사 등 다양한 고객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비젼은 국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016 년 중국 상해에
설립한 서울비젼 자회사의 경우,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Top 5 후반작업 업체 중 하나로 성장하며 입지를
굳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서울비젼 인수 후, 유능한 실장급 인재 확보, 동종업계 기업 추가 인수합병,
영화사업과 온라인 광고사업 등 사업분야 확장, 중국 법인 현지화 등 해외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회사의 매출 성장 및 업계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김재욱 파트너는 “서울비젼의 성장을 이끌게 되어 매우 기쁘며, 북미, 유럽, 일본 후반작업 시장의
경쟁구도가 소수의 대형 업체로 통합되면서 매우 안정적인 구조로 변화했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다수의 군소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력 확충 및 추가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서울비젼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후반작업 시장 통합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2017 년 7 월 일본 ㈜마루망 및 ㈜마루망코리아 인수를 위한 1 호펀드 설립 이후 두번째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 서울비젼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인수의 재무·세무·IT 자문사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법률자문사는 KL Partners, 경영 컨설턴트는 T-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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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비젼 개요
서울비젼은 광고 대행사 및 엔터테인먼트사, 영화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영상 후반작업 및 디지털 이미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회사는 30 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본사와 상해 자회사에 각각
80 명 및 30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visionholdingscorp.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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