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Hawksford, 아시아의 선도적 독립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P&P 인수 
 
(싱가포르, 2018년 5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개인 고객 및 펀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국제적 기업 Hawksford가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인 

People & Projects Ltd (P&P)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Hawksford는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현재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고,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족적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래는 Hawksford의 아시아 시장 진출 

의지를 담은 것이다. Hawksford는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4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게 됐는데, 그중 200명이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로고: https://protect.mimecast-
offshore.com/s/WEbTCvovqBtpoNyFQQovH?domain=photos.prnews
wire.com ) 
(사진: https://protect.mimecast-
offshore.com/s/hnUpCwmw9DiJX8RiqCjlp?domain=mma.prnewswi
re.com ) 
 
P&P는 기업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아시아 전역에서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한 국제 기업의 운영 확장 지원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P&P는 유연한 회계, 세무 및 기업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이 해당 

지역(특히 중국을 포함해 P&P가 5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P는 2007년 창업 이래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북경어 및 광둥어로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 있는 팀원으로 구성된 10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Hawksford가 사모펀드 기업 Dunedin의 지원 이후로 성사한 

6번째 인수다. 
 
Hawksford의 기업 고객은 이제 아시아 주요 경제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P&P 고객은 다른 지역에서 Hawksford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P&P 파트너인 Stefano Passarello, Dario Acconci 및 Giacomo Stoppa는 

Hawksford의 주주가 되며, 고위 경영진 역할을 맡아 기존 P&P 고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Hawksford 그룹 최고경영자 Michel van Leeuwen은 “Hawksford의 

P&P 인수는 진정한 범아시아적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Hawksford의 직원 중 50%는 현재 우리가 중요한 

지역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는 특히 

중국에서 자체 소유 운영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수년간 이곳이 자사에 큰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라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지역의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P&P는 Hawksford의 가치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기업가와 

전문가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고객 지향적”이라며 

“P&P 직원 및 서비스가 Hawksford의 네트워크에 통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인수로 Hawksford와 P&P 고객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P 파트너인 Stefano Passarello, Dario Acconci 및 Giacomo Stoppa는 

“이번 인수는 P&P에는 기존 Hawksford 브랜드의 장점을 살려 영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 진출을 굳힐 기회를 안겨주고, Hawksford에는 

아시아 주요 국가에 걸쳐진 P&P로부터 기회를 얻게 해 준다”라며 

“Hawksford 브랜드로 기존 고객에게 확장성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P&P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창수, 선전, 도쿄, 밀라노 및 

바르셀로나에 있는 10개 사무실에서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다. P&P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전 세계 고객에게 백 오피스 및 

아웃소싱을 지원한다. 
 
Hawksford는 개인 고객 및 펀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국제적 기업이다. 

Hawksford는 싱가포르의 Janus Corporate Solutions 인수를 통해 

2014년 3월에 아시아 지역에 진출했으며, 홍콩에서의 유기적 성장과 

싱가포르에서의 MAS 규제 민간자산 사업을 통해 아시아 사업을 확장해 왔다.  



 

 
편집자 주 
 
Hawksford 그룹 정보:  https://protect.mimecast-
offshore.com/s/l5DeCxvxqEunKMQhY3dqS?domain=hawksford.com  
트위터: @HawksfordGroup    
 
Hawksford는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 기업가 및 고수익 고객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 고객 및 자금 비즈니스 업무를 제공하는 국제적 기업인 동시에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Hawksford는 지속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 

지향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15개국에 고객을 두고 신탁, 기업, 재단, 

파트너십, 가족 사무실 및 투자 기금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범위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Hawksford는 리스팅 서비스, 유언장 및 공증, 승계 

계획 및 직원 솔루션도 제공한다. 
 
P&P 
https://protect.mimecast-
offshore.com/s/1SoWCyrylGsqEXyiRLsim?domain=pndp.net 
 
출처: Hawk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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