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속화. 업계 전문성.

TA Associates는 50년의 경험을 갖춘 대표적인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전문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500개 이상 기업의 오너 및 경영진과 파트너가 되어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A Associates의 글로벌 팀은 85명이 넘는 헌신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투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 의료, 금융 서비스, 소비자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수익성이
있는 성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40억 달러 규모의 자기 자본과 후순위채
자본을 모집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중점 산업: 기술, 의료, 금융 서비스, 소비자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투자를 통해 풍부한
업계 경험을 쌓고 성공을 입증하였습니다.
중점 지역: 전세계, 특히 북미,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합니다.
TA의 역할 및 가치 증대: 리드 투자자와 액티브 디렉터가 전략, 인재 선발, 자본 조달 및
인수에 관여하여 규모의 성장에 기여하며, 일반 업무는 회사 경영진이 담당합니다.
투자 기간: 장기간의 인내를 요하는 성장주 투자자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치 창출을
기대합니다. 지난 15년간 TA의 평균 투자 보유 기간은 5년입니다.

투자 기준

투자 단계: 수익성 높은 성장 기업.
자본 사용: 주주들에게 유동성 제공, 성장을 위한 운전 자본 제공 및/또는 인수 자금 공급.
투자 규모: 주식에 7천만 ~ 5억 달러, 후순위채에 1천만 ~ 5천만 달러 투자.
기업 가치: 일반적으로 1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수준.
소유 지분: 일반적으로 15%에서 90% 사이의 소수 지분 및 주요 지분 투자.
레버리지: 대부분의 TA 투자는 적정 수준의 차입금을 활용합니다.
수수료: 포트폴리오 구성 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지사

보스턴
200 Clarendon Street
56th Floor
Boston, MA 02116
—
전화: +1.617.574.6700
실리콘밸리
64 Willow Place
Suite 100
Menlo Park, CA 94025
—
전화: +1.650.473.2200
런던
Devonshire House, 3rd Floor
1 Mayfair Place
London W1J 8AJ
UK
—
전화: +44.20.7823.0200
뭄바이
TA Associates Adv. Pvt. Ltd.
13th Floor, Birla Aurora
Dr. Annie Besant Road
Worli, Mumbai 400 030
인도
—
전화: +91.22.6144.3100
홍콩
One Exchange Square
16th Floor
8 Connaught Place
Central
홍콩
—
전화: +852.3656.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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