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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OPE II 의 비전홀딩스 관련 추가 인수 (Add-on Acquisition) 완료

대만 CG 사 Round VFX 및 국내 CG 사 블링크픽쳐스 인수를 통해 고객사 다변화

2020 년 7 월 1 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가 설립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2 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OPE

Ⅱ”)는

피인수회사인

㈜비전홀딩스

코퍼레이션(이하

“비전홀딩스”)의

추가인수합병(add-on acquisitions) 전략의 일환으로 2 개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CGI) 제작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비전홀딩스는 중화권 사업 확장을 위하여 지난 6 월 3 일 대만의 CGI 제작사인 Round VFX 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7 월 1 일에는 국내 CGI 제작사 ㈜블링크픽쳐스(이하 “블링크픽쳐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CG 및 VFX 분야 고객 확장에 나섰습니다.
Round VFX 는 2014 년에 설립되어, TV 광고 및 영화의 CGI 제작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대만 현지에서의 튼튼한
시장 입지를 기반으로 중화권에서 성공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Huawei, Oppo 등 대형 고객사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인수 후 Round VFX 의 사명을 ㈜Vision Taiwan (이하 “비전타이완”)으로 변경하여
비전홀딩스 그룹사 내로 통합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Vision Taiwan 과 비전홀딩스 상해 자회사인 Vision
Shanghai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크픽쳐스는 국내 드라마 및 영화 프로젝트의 CGI 제작사로, 2017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스튜디오 제작사 및 미디어 업체들입니다. 비전홀딩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CG 사업의 고객 기반 다변화
및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김재욱 파트너는 “Round VFX (現 Vision Taiwan) 인수를 통해 비전홀딩스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Vision Taiwan 과 Vision Shanghai 간 시너지를 통해 그룹사 전체의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오케스트라의 오홍재 매니저 겸 비전홀딩스 임시대표는 “금번
블링크픽쳐스 인수를 통해 드라마와 영화로 고객층을 넓혀, 회사의 추가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건 거래들로 오케스트라는 비전홀딩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행한 두번째 및 세번째 추가인수합병(Add-on
acquisition)을 기록했습니다. 본 건 인수의 법률 자문사는 대만 소재 Eternity Law Firm 및 한국의 LAB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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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VFX (現 Vision Taiwan) 개요
2014 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설립된 Round VFX 는 TV 광고 및 영화 VFX 제작에 특화된 CGI(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제작사입니다. CGI/VFX/3D 에서 우수한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 기술을 통해 중화권 시장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블링크픽쳐스 개요
2017 년 설립된 블링크픽쳐스는 국내 드라마 및 영화의 CG 및 VFX 제작사입니다. 특히 시네마 VFX 에 대한
전문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업계내 확고한 트랙 레코드를 토대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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