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맥쿼리 그룹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2

목차

한 눈에 보는 맥쿼리 3

맥쿼리의 문화
비즈니스 접근방식 14
지역사회 참여 23

맥쿼리의 글로벌 사업현황
호주 및 뉴질랜드 34
아시아 38
유럽, 중동, 아프리카 49
미주 58

핵심 전문분야
인프라 66
에너지 87
기술 101
상품 122
재생 에너지 131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3

본 슬라이드의 모든 수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1. 시가총액 기준. 출처: 2020년 3월 31일 Bloomberg. 2. 2019년 12월 11일 A+로 상향 조정.

한 눈에 보는 맥쿼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 투자를 지향합니다

글로벌 금융 그룹 사업 다각화
• 본사 소재지 및 상장 국가: 호주
• 호주 10대 기업1

• 시가총액 미화 약 485억 달러
• 33개국 직원 수 17,209명
• 운용자산 미화 5,328억 달러

33개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 상황에 맞게 견고한 수익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 비즈니스 및 시장 대면 비즈니스 진행

장기 지향적 성과 중시 기업 문화
• 52년 연속 수익 달성
• 30년간 MBL S&P ‘A’ 신용등급 획득2

• 건실한 자금조달 및 자본 구조

•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을 위한 기회
• 성과에 대한 책임
• 윤리에 바탕을 둔 업무 수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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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 차트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회계연도의 순영업이익에 기초하며, 자본이익률 및 기타 기업 항목은 제외. 2. 운영상 분리된 일부 자회사에 고용된
직원을 포함함. 3. 2021년 9월 30일 기준. 4. 맥쿼리캐피탈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사모시장 운용 펀드 자산과 맥쿼리캐피탈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투자를 통해 채용된 인력 포함.

글로벌 금융 그룹

호주 및 뉴질랜드

인력
7,6522

운용자산
미화 1,212억 달러
7,000명 이상 고용4

28% 
총수입 기준1

아시아

인력
3,9392

운용자산
미화 265억 달러
60,000명 이상 고용4

7% 
총수입 기준1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력
2,4572

운용자산
미화 935억 달러
63,000명 이상 고용4

26% 
총수입 기준1

미주

인력
3,1612

운용자산
미화 2,917억 달러
31,000명 이상 고용4

39% 
총수입 기준1

시드니

홍콩

런던

뉴욕

17,209명2

33개 시장3

사무소

지역 본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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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과거 수치는 FY21 환율로 환산. 1. 맥쿼리 상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상장된 기업 기준(1996년 7월 29일). 2. 2021년 3월 31일 기준.

52년 연속 수익 달성

성과
(ASX: MQG)

총 주주
수익률1

주당 순이익
CAGR

주당 배당금
CAGR ASX 202 종합금융2

MSCI World 
Capital 

Markets2

MSCI 
World 

Banks2

상장 이후 9,316% 11% 11% 3위 1위 1위 1위

5년 203% 6% 3% 5위 5위 13위 4위

2.04

1.70

1.36

1.02

0.68

0.34

0.00

$USb

미화 22억 6,200만
달러

FY21 이익

FY21FY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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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20 2H20 1H21 2H21 1H22

미화 2달러미화 4.2달러

1H20 2H20 1H21 2H21 1H22

미화 15억 3,300만 달러

1H20 2H20 1H21 2H21 1H22

미화 58억 5,400만 달러

1H20 2H20 1H21 2H21 1H22

107%
1H21 기준

1%
2H21 기준

비교를 위해 과거 수치는 1H22 환율로 환산. 호주달러 외 수치는 1H22 평균 환율로 환산.

재무 성과

영업이익
1H22

이익
1H22

주당 순이익
1H22

주당 배당금
1H22

6,000

4,000

2,000

0

$USm

5.00
4.00
3.00
2.00
1.00

0

$US

1,500

1,000

500

0

$USm

3.00

2.00

1.00

0

$US

6

41%
1H21 기준

8%
2H21 기준

101%
1H21 기준

23%
2H21 기준

103%
1H21 기준

변동없음
2H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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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기여도는 회사 비용 관련 배분, 이익 배당 및 소득세 전의 관리회계 이익. 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대출 및 임대 포트폴리오는 주택 융자, 기업 대출, 자동차금융 및 신용카드로 구성되어 있음(판매 목적의 보유 포트폴리오 포함). 3. 
플랫폼 상 펀드에는 Macquarie Wrap 및 Vision 포함. 4. BFS 예금은 기업/도매 예금 제외. 5. 일반 시설 및 설비 포함.

사업 다각화

연금 형식 활동 | 순이익 기여도 시장 대응 활동 | 순이익 기여도

MAM
맥쿼리자산운용
● 미화 5,317억 달러1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전문

자산 운용사로 지역, 상품, 자산 등급 및 투자자
유형별로 다각화되어 있음

● 모든 고객사의 이익을 위해 인프라 및 재생 에너지, 
부동산, 농업 및 자연자산, 자산 파이낸스, 사모
크레딧, 주식, 채권 및 멀티에셋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솔루션 제공

BFS
뱅킹 및 금융 서비스
● 맥쿼리의 소매금융 및 금융 서비스 사업 관련, 대출

및 리스 포트폴리오2 미화 713억 달러 이상1, 
플랫폼상 펀드3 미화 841억 달러1, 총 BFS 예금4

미화 638억 달러1

● 소매 고객, 자문사, 브로커 및 비즈니스 고객에게
다양한 개인 뱅킹, 자산 관리, 비즈니스 뱅킹과
자동차 금융5 제품 및 서비스 제공

CGM
상품 및 글로벌마켓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 기반을 대상으로 자본 및 금융, 위험 관리, 시장 접근, 물리적 실행 및 물류 솔루션을
제공

MacCap
맥쿼리캐피탈
글로벌 역량 보유:
● 자문 및 자본 조달 서비스, 자본 구조 전반에 걸쳐

파트너 및 고객사와 함께 투자하고 고객사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 지식, 자문 및
유연한 자본 솔루션 제공

●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회사 개발 및 투자,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하여 고객사에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제공

● 주식 중개업, 고객에게 주식 리서치, 판매, 실행 역량
및 기업 액세스 제공

● 자본 및 금융: 고객에게 자본 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금융 및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

● 위험 관리: 고객이 상품, 통화, 신용 및 주식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도록
지원

● 시장 접근: 고객이 유동성 및 전자 시장을 통해
고객이 글로벌 자산과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물리적 실행 및 물류: 고객이 물리적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운송을 주선

MAM | ~33% BFS | ~12% CGM | ~18% CGM | ~25% MacCap |~12%

1H22 순이익 기여도

리스크 관리 그룹 법무 및 거버넌스 그룹 재정 관리 그룹 기업 운영 그룹
맥쿼리의 실질적인 리스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검토와 이의제기, 감독, 
모니터링 및 보고를 담당하는 독립적, 중앙 집중적 그룹.

전략적 법률자문과 관리 자문 및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법률 및
기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

맥쿼리그룹의 전 영역에 있어 재무, 세금, 자금, 기업 업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

기술, 운영, HR, 사업장, 전략, 데이터 및 전환, 복원 및 글로벌 보안 서비스를
제공(맥쿼리 그룹 파운데이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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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이익 기여도는 회사 비용 관련 배분, 이익 배당 및 소득세 전의 관리회계 이익. 2. 영업 그룹으로부터의 1H22 순이익 기여도에 기초. 3. 2021년 9월
30일 기준. 4. IPE 리얼 애셋(2021년 7월/8월). 5. 2021년 9월 30일 기준 운용 자산. Strategic Insight 및 Morningstar에 기재된 데이터 기준. 데이터는
ICI 매출 방법 포함: Salesforce, 기관, 직접 시장 및 은퇴. 데이터는 변액보험상품, 폐쇄형 펀드, ETF, 패시브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펀드, 옵티멈펀드 제외.

맥쿼리자산운용(MAM)

투자자를 위해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 운용

인프라 재생 에너지 부동산 농업 및 자연자산 자산 파이낸스

사모 크레딧 주식 채권 멀티에셋 솔루션

미화 9억 7,900만 달러
1H22 순이익 기여도1

미화 5,317억 달러
운용자산3

~33%2

No.1
글로벌 인프라 투자 운용사4

~160개 인프라 및 실물자산, 
매일 1억 명 이상이 사용

Top 20
미국 액티브 뮤추얼 펀드 운용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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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이익 기여도는 회사 비용 관련 배분, 이익 배당 및 소득세 전의 관리회계 이익. 2. 영업 그룹으로부터의 1H22 순이익 기여도에 기초. 3. 2021년 Mozo 
Experts Choice Awards의 우수 뱅킹 앱 및 인터넷뱅킹 부문 수상. 2021년 Canstar 우수 거래 계좌, 2021년 Canstar 우수 저축 예금. 4. 2021년 9월
30일 기준.

뱅킹 및 금융 서비스(BFS)

개인 뱅킹
주택자금대출

은행 계좌
자동차 금융

신용카드

자산 관리
투자

재정 자문
랩어카운트

기업 뱅킹
부동산 서비스

전문서비스
딜러 및 도매 금융

미화 3억 6,160만 달러
1H22 순이익 기여도1

약 170만 호주 고객

9

수상 실적에 빛나는
디지털 뱅킹 서비스3

호주 최초
개방형 뱅킹 플랫폼으로 고객들이
본인의 정보 관리

미화 638억 달러
총 BFS 예금4

미화 713억 달러 이상4

호주 대출 및 리스 포트폴리오

30년 이상 호주 소비자들에게 혁신 및
경쟁을 제공

첨단 테크놀러지 적용으로 최초로
대출 및 예금을 단일 뱅킹시스템에서
제공

기술에 기반한 호주 소매금융 은행이자 자산관리회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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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글로벌마켓(CGM)

미화 12억 9,710만 달러
1H22 순이익 기여도1~43%2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 기반을 대상으로 자본 및 금융, 위험 관리, 시장 접근, 
물리적 실행 및 물류 솔루션을 제공

30+년
금속, 선물 및 외환 시장

20+년
농업, 테크놀로지, 미디어와

텔레콤(TMT)

15+년
에너지, 재생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No.4
북미 실물 가스 마케터3

No.1
ASX 선물 중개인4

전 세계 상위 사모신용펀드의
절반이 신용 결제를 위해 맥쿼리를
신뢰5

1,000만+대 전력 미터기를 가정
및 사업장에 공급6

200만+대 스마트폰을 전세계
통신회사에 임대7

올해의 기관
• 파생상품8

• 오일 및 상품8

올해의 기관
• 비금속9

• 상품 리서치9

1. 순이익 기여도는 회사 비용 관련 배분, 이익 배당 및 소득세 전의 관리회계 이익. 2. 영업 그룹으로부터의 1H22 순이익 기여도에 기초. 3. Platts Q2 -
2021년 6월. 4. ASX Futures 24 (SFE) 월간 보고서 2021년 9월. 5. 사모대출 투자자 2020년 Top 10 펀드. 6. 2021년 9월 30일 기준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독립 계량기 펀드사. 7. 2021년 9월 30일 기준, SAF TMT 제공 데이터. 8. 2021년 Energy Risk Awards 및 2021년 Energy Risk Asia Awards 수상.
9. 2021년 Energy Risk Asia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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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녹색에너지 기술 무선통신 & 미디어

자원 부동산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기관 소비재, 게임 & 레저 서비스 항공우주, 국방 & 정부
서비스

맥쿼리캐피탈(Macquarie Capital)

~12%2

미화 3억 5,110만 달러
1H22 순이익 기여도1

미화 1,670억 달러
1H22 완료 거래3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자문 및 투자함으로써 기회 실현

No.1 글로벌 인프라
금융 자문사4

인프라 기업 자문 부문 호주의 올해의
기업5

No.1 ANZ의 ECM6

No.1 ANZ의 최근 10년 내 M&A7 및
IPO8

1,100개 이상의 전세계 상장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사이트9

글로벌 리더 친환경 에너지 분야

No 1. 글로벌 재생 에너지 금융
자문사10

300건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또는 건설 중11

Greenwich 아시아(일본 및 호주
제외) 롱온리 투자자 부문의 최고
등급 달성12

No.1 금융 자문사 14개 분야13

11

1. 순이익 기여도는 회사 비용 관련 배분, 이익 배당 및 소득세 전의 관리회계 이익. 2. 영업 그룹으로부터의 1H22 순이익 기여도에 기초. 3. Dealogic과
IJGlobal이 맥쿼리 그룹을 위해 완료한 M&A, 대차 대조표 투자 포지션, 관련 보고일 기준 전환된 ECM 및 DCM 거래. 딜 가액은 귀속가치가 아니라 총
거래 가치 반영. 4. Inspiratia(CY21 상반기, 거래 건수 기준)
5. 2020년 Global Advisory Experts Annual Awards. 6. Dealogic(1H22 ASX 및 NZX 가액 기준). 7. Dealogic(2011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완료 및 발표된 거래 건수 기준). 8. Dealogic(2011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ASX 및 NZX 가액 기준). 9. 2021년 9월 30일 기준. 10.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및 가액 기준). 11. 2021년 9월 30일 기준. 12. Macquarie Electronic Execution 팀(2020년). 13.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기준 9개, 가액 기준 2개, 가액 및 거래 건수 기준 3개. 14개 분야 중 4개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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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총액은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맥쿼리 직원 기부와 모금, 직원의 기부와 모금에 매칭되는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의 기부금, 
맥쿼리에서 10년 및 25년 입사 기념일을 맞는 직원들 축하용 재단 기부금, 맥쿼리 직원이 비영리단체에서 12개월간 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이 단체에
보내는 재단 기부금, 지역사회 단체에 보내는 맥쿼리와 재단의 기부금으로 구성됨. 2.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3. 1985년 설립 이후 맥쿼리
그룹 파운데이션 및 임직원의 기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맥쿼리

맥쿼리 그룹 파운데이션

미화 4,600만 달러1
FY21 기록적인 기부금

미화 1,400만 달러
코로나19 대응에 기부

2,400+ 
비영리단체 지원2

1985년부터

미화 3억 4,300만
달러 이상 기부3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
1985년부터 당사 직원이 거주하고
근무하는 지역사회 지원

맥쿼리그룹 컬렉션
1987년부터 신인 예술가 지원

맥쿼리 스포츠
지역사회 및 외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기회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주주에
대한 기업의 사명에도
부합합니다.”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e), 
1984–2011년 맥쿼리 그룹
회장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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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직원 설문조사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비교. 2. 대출 잔고별 BFS – 2020년 6월 30일 상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3. 3개의 조직이 둘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

맥쿼리의 코로나19 대응

● 복귀하기 안전한 99%의 지역에서 사무실 복귀 시작
●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지속적인 원격 근무에 적합할

정도로 탄력성을 유지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기술 투자와
유연근무 문화의 결과

● 변화하는 업무 문화에 대응하면서 리더십 능력, 기술 및
업무환경에 대한 투자 지속 및 더 큰 근무유연성 장려

직원
● 필요한 경우 관련 영향을 받은 고객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참여 및 모니터링
●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우 맥쿼리의 기존 금융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

고객
● MAM 프라이빗 마켓 및 맥쿼리캐피탈 포트폴리오

회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설계 중인 프로젝트 포함)으로
비즈니스 연속성, 재무 탄력성 및 직원 복지 보장

● 자산, 산업 및 지역에 걸쳐서 필수 지역사회 서비스 및
연결 모범 사례 유지

● MAM 프라이빗 마켓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인프라 자산에
대한 역량 업그레이드로 가상화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현저한 작업 증가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됨

포트폴리오 회사 지역사회
● 맥쿼리 그룹 파운데이션, 총 43개의 보조금을 통해 전

세계 40개 지역사회 단체에 코로나19 기부금으로 호주화
2,000만 달러 전달
− 직접적인 구호 활동 지원금으로 29개 조직에 호주화

735만 달러
− 호주 내 2개의 의학 연구 프로젝트에 호주화 200만

달러
−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근로자와 비즈니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12개 단체에 호주화 1,065만 달러 지원
● FY22 초반에 인도의 코로나19 구호 지원에 호주화 100만

달러 투입

당사는 급변하는 각 지역의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즉각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변화와 기회에 대해
테스트 및 학습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정기적인 피드백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일부 고객에게 촉발한 구조적 변화를
인식하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접근 방식에 단기 및 장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오랜 위기 대응 접근 방식은 자산이 경제적 영향을
견디고 필수 서비스를 유지 및 확장하는 능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난의 영향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 긴급 구호활동 지원, 
의료 연구 투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 지원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직원 참여1

+5%
일부 지역에서는 19개월 동안 원격근무

고객 접근 지원2

최고치

약 0.7% 현재

일일 필수 서비스 이용자
약 1억 명
포트폴리오 회사 직원
16만 명

코로나19 기부금
호주화 2,000만 달러
전 세계 40개3 지역사회 단체에 배부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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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문화
비즈니스 접근 방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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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가 지향하는 가치

맥쿼리 사업의 목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
투자를 지향합니다

맥쿼리의 사업방식은 오랫동안 지켜온 맥쿼리의 세가지 경영원칙에
기반합니다.

Opportunity(기회) | Accountability(책임) | Integrity(윤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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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축적하며 인접 분야로 확장

상품

귀금속

비금속

농산물

실물 상품

석유, 가스, 전력

글로벌 상품 플랫폼

투자 운용

채권

주식 펀드

Waddell & Reed 
Financial, Inc, 인수

미화 3,720억 달러 규모의
운용자산

리얼 애셋

미화 1,597억 달러 규모의
운용자산

인프라

공익사업(수도, 전기, 가스 등)

통신

에너지

운송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선구자

자산 파이낸스

IT

항공기

에너지 계량기

의료장비

자원

재생 에너지

스마트폰

전문 자산 파이낸스 솔루션
제공

재생 에너지

육상 풍력

태양광

해상 풍력

스토리지

폐기물 에너지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

녹색에너지 투자 및 개발
전문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다각화된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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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 명
맥쿼리가 관리하는 필수 서비스
매일 이용

300개+ 개발 또는 건설
중인 프로젝트, 35GW 
이상의 파이프라인1

탄소중립
2010년 이후2

미화 3억 4,340만
달러
1985년 이후 지역사회
사업3

150,000명+ 
맥쿼리가 운용하는 자산에 고용된
인원

21,000개
공급업체
전 세계

100%
2025년까지 당사 글로벌
사무소 및 데이터센터 전체
사용 재생 전력량2

No. 1
글로벌 재생 에너지 자문사4

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제1류 및 제2류 배기가스 배출(출장 포함) 3. 2021년 3월 31일 기준. 4.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및 가액 기준).

우리의 영향력에 대한 신중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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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비즈니스 차원의
리스크 책임주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

리스크관리그룹의
독립적 판단

30년 이상 안정된 원칙
52년 연속 수익 달성의 핵심 요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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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

기후 변화 환경 및 사회적 금융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가능성

고객 경험 사람과 직장 비즈니스 행동 및 윤리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

612건
환경 및 사회적

위험(ESR)정책에 따라
평가된 거래 건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

호주화
6.64달러

재래식 에너지에 호주화
1달러 투자 시마다 재생
에너지에 투자한 금액1

35+GW 
2021년 9월 30일 기준

개발 중인 친환경 에너지
자산2

14GW
운영 또는 관리 중인 친환경

에너지 자산2

탄소 중립
2010년 이후3

100%
2025년까지 재생 전력

인구당 배기가스 감소율

84%
FY2010을 기준으로

(FY2020에서 71% 감소)

2020년 Partnerships 
Award 금상 수상

올해의 금융 자문사및 올해의
스폰서/개발사

2020년 MFAA 최고상 수상
올해의 주요 대출기관

2021년 Mozo Experts 
Choice Awards 수상

올해의 일반 및 저축 은행, 
Kick Start Savings, No 

Strings Savings, 최고의 뱅킹
앱, 인터넷뱅킹및 최고의

일반 계좌
2020년 Energy Risk Asia 

Awards 수상
환경상품부문, 올해최고상

(아시아)

2,428개
학습 프로그램4

98% 이상
코로나19(정점) 기간 중
재택 근무한 당사 직원

여성 비율 42% 
전체 맥쿼리 직원 중에서

46% 
2021년 3월 31일 기준

이사회 구성

맞춤형 교육, 워크샵 및
리더십 세션을 제공받는

직원

9,000명 이상5

미화 4,600만
달러

맥쿼리 임직원과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이

FY2021에 기부한
기부금(1985년 설립 이후
미화 3억 4,300만 달러)6

호주화
2,000만

달러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세계 40개 지역사회 단체에

배포된 코로나19 기부금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자세한 정보는 macquarie.com/ES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1. (i) 당기손익으로 평가된 은행 장부 지분 투자, (ii) 맥쿼리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갖는 투자(관계자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연결 종속기업과 대차대조표 지분약정을 통해 보유하는 투자는 제외. 2. 친환경 에너지 자산의 GW는 맥쿼리가 2021년 3월부로 소유/관리하는 비율이 아닌 각 자산의
100% 발전 용량을 반영. 3. 제1류 및 제2류 배기가스 배출(출장 포함) 4. 온라인 및 대면 포럼 포함. 5. 행동, 하이브리드 작업 환경에서의 감독, 무결성, 소신있는 발언 및 심리적 안전에 중점을 둔 맞춤형 컨텐츠. 맥쿼리는 또한 전 세계 모든 직원들이 온라인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요구함. 6.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맥쿼리 직원 기부와 모금, 직원의 기부와 모금에 매칭되는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의 기부금, 맥쿼리에서 10년 및 25년 입사 기념일을 맞는 직원들 축하용 재단 기부금, 맥쿼리 직원이 비영리단체에서 12개월간 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이 단체에 보내는 재단 기부금, 지역사회 단체에 보내는
맥쿼리와 재단의 기부금(50주년 기념상 2년차 기부금과 코로나19 기부금 포함)으로 구성됨. 2021년 9월 30일 기준.

http://www.macquarie.com/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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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의 핵심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01
그린 에너지 개발 및 투자

02
기후변화에 회복탄력성
높은 인프라 구축

03
고객 및 포트폴리오 회사의
탈탄소화 지원

04
당사의 활동을 탄소 중립에
맞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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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후 문제 해결책 주도
FY2021년 동안의 주요 활동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54MW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완료

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해 16억
유로화 자금 조달
미국 내 수소연료전지 전기트럭
시장 진출
Target Corporation과 녹색
태양광 협약
북미의 유틸리티급 저장시설
개발업체에 투자
워싱턴 최대 전력회사의 지주회사
지분 인수

스코틀랜드 내 대규모 녹색수소 시설 개발을 위해 주요
에너지 기업과 제휴

스코틀랜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입찰

프랑스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파트너와 입찰

스페인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에 4,300만
유로화의 채권 투자

그리스 태양광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발업체 설립

필리핀의 1.25GW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SunAsia와 제휴

African Renewables YieldCo에 2,500만
파운드화 초석 투자
케냐의 저렴한 친환경 주택 개발에 3,500만
파운드화 투입

일본에서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설립
Japan Climate Leaders’
Partnership 가입

Air Products와 가상 전력 구매 계약 체결

Danone과 전력 구매 계약

아일랜드 내 해상 풍력 시장 진출

1.5GW 해상 풍력 프로젝트 공동개발을 위한 해저
임차권 확보

영국의 187MWh 배터리 저장시설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선구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Charging-as-a-
Service) 개발을 위해 Heliox와 제휴

선구적인 녹색 일자리 양성 프로그램 실시

유럽의 새로운 태양 에너지 회사인 Cero 
Generation 런칭

스웨덴 해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 인수

노르웨이 해상 공동 입찰

한국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용 EBL 획득

서호주의 녹색수소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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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오랜 노력

다음 세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는 근무환경
조성

임직원의 다양성
다양한 인력 구축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일에 다양한
관점, 아이디어 및 통찰력
제공 가능

포용적인 문화
모든 사람이 개성을 존중받고
기여한 만큼 인정받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의 조성

고객 및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상업 및 개발
기회 제공 및 지원

76 97% 46%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글로벌 육아 휴직 후 복직

비율
맥쿼리 이사회 여성 비율

맥쿼리는 모든 임직원의
개성이 중시되고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쉬마라 위크라마나야케(Shemara 
Wikramanayake) 
최고경영자

22

다양한 인력은 맥쿼리의 주요 강점입니다.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통해 맥쿼리는 고객사, 
주주, 지역사회 및 우리 임직원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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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문화
지역사회 참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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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직원, 비즈니스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은 맥쿼리 그룹 산하의 자선 단체입니다.

당사는 재정 지원, 자원봉사, 
기술 공유를 통해 맥쿼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세계 각지의
지역사회 단체 수백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의 방식으로 직원, 
비즈니스 및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당사의 사업은 지역사회 내 역량
구축과 사회경제적 이동성 증대에
중점을 둔 맥쿼리 임직원의 활동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맥쿼리의 자선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리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강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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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지역사회 지원

직원 주도의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활동 진행 및 전략적인 보조금
지급

직원 주도의 자선 활동

당사는 직원 주도의 기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열정적인 직원들이
자신이 살고 일하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한 단체에 서비스와
재정 지원, 리더십을 제공할 때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다
폭넓게 사회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원들의 시간과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한 지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전달합니다.
• 직원 기부와 모금액에 매칭하여 기부
• 맥쿼리 임직원이 이사로 재직 중인

지역사회 단체에 보조금 제공
• 10년 및 25년 입사 기념일을 맞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단체에 기부
• 뛰어난 맥쿼리 임직원의 공헌을

인정하는 지역사회 단체에 재정적
보상

• 맥쿼리의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

전략적인 보조금 지급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 보조금의
대부분은 우리가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젊은 층에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에
전달되며, 각 지역마다 고유한 현지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사회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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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의 조직이 둘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 
2. 해당 시, 국가 합계에는 프로젝트 위치와 단체 본부 위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 보조금 프로그램: 
코로나19 기부금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 17개월 동안
31개국2의 40개1 단체에 미화 1,400만 달러
전달

직접 구호 활동: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춘 식품, 의료 지원, 
구호 키트 및 공중보건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29개 단체에
호주화 735만 달러 할당

의료 연구: 호주에서 격리, 방역 및 물리적 거리두기의
영향/이점을 연구하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하는 2개의
프로젝트에 호주화 200만 달러 할당

경제적 회복: 취약 계층에 속한 학생, 근로자 및 기업의
재교육 및 경제 활동 재개를 돕는 12개 단체에 호주화
1,065만 달러 할당

https://avpn.asia/
https://www.aberlour.org.uk/
https://asylumseekerscentre.org.au/
https://www.ayalafoundation.org/
https://www.basecolaborativa.org/?lang=en
https://www.bateaugeneve.ch/
https://www.brk-muenchen.de/
https://www.burnet.edu.au/
https://www.caritas-austria.at/
https://www.caritas.lu/
https://www.doherty.edu.au/
https://www.edx.org/
https://unitedwaynefl.org/give/relief-fund/
https://www.foodbanking.org/
https://good360.org.au/
https://goonj.org/
https://www.greaterhoustonrecovery.org/
https://www.handsonhongkong.org/
https://www.home.org.sg/
https://www.hopehome.org.za/
https://investinginwomen.asia/
https://jansahasindia.org/
https://www.lisc.org/
https://londoncommunityresponsefund.org.uk/
https://mealsonwheels.org.au/
https://phlcovid19fund.org/covid-19/
https://www.rescue.org/
https://www.restosducoeur.org/
https://www.primarycaresafetynet.ie/
https://shelteringarmsny.org/
https://whiteboxenterprises.com.au/
https://winnyc.org/
https://www.roa.org.au/
https://brightfutureindia.org/mission-raahat/
https://asha-india.org/
https://uk.generation.org/
https://healingfieldsindia.org/
https://www.skillup.org/
https://www.unitedwaymumba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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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와의 만남
전 세계 약 1천 지원자 중
맥쿼리50주년기념상 수상자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5곳의 수상자
각각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대담한 아이디어를 착수하거나
구축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5년에
걸쳐 호주화 1,000만 달러(약 한화
86억원)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나쉬대학교 세계 모기 퇴치 프로그램

모기 매개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합니다

Last Mile Health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사회의 생명을
구합니다

Social Finance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머독어린이연구협회 세계 옴 박멸
프로그램
전 세계에서 옴을 박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The Ocean Cleanup
전 세계 해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1969년에 설립한 이래
맥쿼리의 중요 활동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사 임직원은 전 세계의
비영리 단체와 함께하는 데 수천
시간을 할애했으며, 지역사회부터
시작되는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재단과 함께 호주화 4억 7,500만
달러1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50주년 기념상은 호주화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을 이어갑니다.

특별 보조금
프로그램:

1. 1985년 설립 이후 맥쿼리 그룹 파운데이션 및 임직원의 기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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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es Young, Shortcut to Widefield, 2020년
맥쿼리 그룹 컬렉션 © 예술가

맥쿼리그룹 컬렉션

1987년 설립

호주의 신예 아티스트
지원

세계 40개 사무소에
850여 개 작품 전시

대지와 그 정기에 관한
테마

맥쿼리 그룹 컬렉션은
맥쿼리의 유산을 인정하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떠오르는 인재를
지원하고,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는 조직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헬렌 버튼(Helen Burton) 
맥쿼리그룹 컬렉션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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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스포츠

1999년 설립

호주 전역의 어린이들에게
풀뿌리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설립 이후 200,000명
이상의 어린이 지원

젊고 우수한 운동선수들이
직업과 스포츠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70여 개의 장학금 수여

스포츠는 기회를 창출하고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맥쿼리
스포츠는 호주 전역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넘게 노력했습니다.”
안토니 그린(Antony Green)
맥쿼리 스포츠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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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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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행동

30

갈수록 많은 호주의 젊은이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호주 젊은이 10명 중 1명은
자신의삶에 만족하지못하고1, 자살이여전히사망
원인 1위2입니다. 호주의젊은이들을가장 괴롭히는
세 가지는 불안과 스트레스, 정신 건강 문제, 신체
이미지3였으며, 10명 중 1명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4. 이는 GDP에 호주화 113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5.

Raise Foundation은 숙련된 성인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위험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대일 멘토링 세션을
제공합니다. 맥쿼리는 2012년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멘토, 자문인, 
모금인으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141명
맥쿼리 직원이 2015년 이후로 196명의
Raise 학생을 멘토링6

호주화 약 175만 달러
2012년 이후 맥쿼리 임직원 및 재단의 기부6

93%
본인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멘토가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멘티 비율6

100%
멘토링 이후에 사회적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말한 멘티 비율6

92%
학교에 대한 감정이 나아지는 데 멘토가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멘티 비율6

86%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멘티 비율6

1. 2020년 Mission Australia 청년 설문조사. 2. 호주 통계청(2020). 호주 사망 원인, 2019: 의도적 자해(자살), 카탈로그 번호 3303.0. 3. Mission 
Australia Youth Survey 2020. 4.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education/education-and-work-australia/latest-release 
5. Centre for Social Impact. 6. 2021년 11월 1일 기준.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다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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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세대 대학생의 11%만이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학과 초창기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특정한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인 거대 인력풀입니다.

America Needs You는 NY, NJ, IL 및
CA에 있는 가족 중 최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멘토링, 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맥쿼리는 이 단체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무상 지원을 제공하고, 임직원은
멘토로 자원봉사합니다

90%
참가자의 경력 추적 인턴십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산업 체험

90%
참가자들이 등록 후 6년 내에 4년제
대학교 졸업

미화 165만 달러
2010년 이후 맥쿼리 임직원 및 재단의
기부, 2,200명의 학생이 혜택1

90%
졸업생이 학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대학원 과정에 풀타임
등록하는 비율

1. 2021년 4월 기준.

1세대 대학생(가족 중 최초
대학생)을 위한 공평한 장을
만들다

사회적 이슈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성과행동

32

아시아에는 7천만 명 이상의 국제 이주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50%가 35세
미만입니다1. 그들은 소득, 자산, 기술을 높여
장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와 착취, 차별, 오명, 학대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고 몇 년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맥쿼리의 장기 지역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지역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근로자 자신, 
고용주, 더 넓은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의
성과 개선을 목표로 근로자 간의 지식을
늘리고 취약성을 줄이는 개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수의
기관 지원

호주화 300만
달러+
2012년 이후 맥쿼리 임직원 및 재단의
기부2

근로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 향상:
•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구조

강화
• 개인의 사고방식, 기술 및 행동 강화
• 재정, 노동 및 생활 조건 개선

1. 출처: 유엔 경제사회사무국, 2017: 국제 이주 보고서 2017. 2. 2021년 4월 기준.

젊은 노동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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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주요 기업의
고용 장벽에 직면합니다. 준비와 지원이
없다면 기업과 경제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잃을 수 있습니다.

Leadership Through Sport & 
Business(LTSB)는 실업 위험에 처한
16~21세의 런던, 버밍엄, 리버풀, 맨체스터
청년들이 금융 및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들에서 의미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맥쿼리는 8년 동안 LTSB와 함께
취업 세션, 컨퍼런스, 이벤트 등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이 주요 멘토링, 
자원봉사, 모금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90%
LTSB를 통한 채용이 신입 직급에 적합한
다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임에 동의하는 고용주 비율

98%
LTSB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을 다른
젊은이들에게 추천하는 비율

409,510 
파운드
2012년 이후 맥쿼리 임직원 및 재단의
기부1

97명
2012년부터 LTBS에 자원봉사한 맥쿼리
직원 수11. 2021년 4월 기준.

의미있는 고용을 통해 젊은이들의
삶을 바꾸다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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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역

2개
시장

7,652명
임직원 수1

맥쿼리 호주 및 뉴질랜드

28%
수입기준*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캔버라
골드코스트
맨리

멜버른
뉴캐슬
퍼스
시드니

미화 약 485억
달러
시가 총액2 – 호주 최대 상장기업 중 하나

국내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상

1969년부터 운영

‘‘반세기에 걸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구축한 성공적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과
문화를 제공했습니다.”

쉬마라
위크라마나야케(Shemara 
Wikramanayake)
최고경영자

*파이 차트는 9월 30일 기준 회계연도의 순영업수입에 기초하며, 자본이익률 및 기타 기업 항목은 제외. 
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2021년 9월 30일 기준.

뉴질랜드
오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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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Finance 2020년 및 2021년. 2. 2021년 Financial Standard Investment Leadership awards에서 올해의 투자 관리사 수상, 2021년 최고의 소기업
펀드, Money magazine의 2021년 Best of the Best Awards(호주). 3. 2020년 Global Advisory Experts Annual Awards. 4. Dealogic(1H22 ASX 및 NZX 가액 기준). 
5. Dealogic(2011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완료 및 발표된 거래 건수 기준). 6. Dealogic(2011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ASX 및 NZX 가액 기준). 7.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및 가액 기준). 8. IJ Global(H1 CY21 가액 기준). 9. IJ Global 2020. 10. 2021년 Mergermarket M&A Awards. 11. 2020년 PFI 
Awards. 12. 2021년 9월 기준. 13. 플랫폼 상 펀드에는 Macquarie Wrap 및 Vision 포함.

호주 및 뉴질랜드 비즈니스

전 비즈니스 그룹에서
풀서비스 제공

호주 최고의 주식 리서치 팀

호주 최대 규모의 다각화
농장주

호주 시장 최초로 선도적인
디지털 뱅킹 상품 제공

2021년 올해의 투자운용사 및
2021년 최고의 중소기업 펀드2

인프라 부문 기업 자문 부문
호주의 올해의 기업3

36

No.1
ANZ ECM4

지난 10년 간 ANZ의 M&A5 및 IPO6

ANZ 금융 자문사7

APAC 인프라 재무 자문사8

MFAA 2021년 올해의 국내 주요 대출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올해의 APAC 사회적 인프라
리파이낸싱 거래 - ACT 법원9

APAC 통신사 데이터 센터 - 올해의
인수 거래 – 에어트렁크9

올해의 M&A 재무 자문사 10

올해의 Oz 그린 딜 - 무라와라11

리테일 뱅킹 및 금융 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성12:

미화841억달러
플랫폼 상 펀드12

미화555억달러
주택 융자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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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친화적인 조직1 및
가족 친화적인
직장2으로 인정받는
당사는 직원들이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돌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LGBTQ+ 여성에 대한
포용의식과 심리적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호주 직장
평등 지수3의 일부로
LGBTQ+ 포용을 위한
플래티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맥쿼리가 후원하는 직원
네트워크 그룹은 전
임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배울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문화유산
• 환경과 지속가능성
• 가족과 간병
• 호주원주민
• 양성평등
• 기부
• 프라이드
• 웰빙

1. Carers + Employers, 2020년. 2. Parents at Work, 2021년. 3. 호주 직장 평등 지수, 2021.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 강화

가디 땅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 전람회, 
시드니 워레인

37

장애 포용을 리더십의 의제로 삼는
글로벌 운동인 The Valuable 500에
서명

전 세계 13억 장애인의 가치 실현 모색

FY21에 39명의 소수 그룹 출신
학생들이 취업

Career Seekers 및 Career 
Trackers와의 오랜 파트너십으로
실현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
사업장에 포용적으로 존중받으며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창출
호주 장애인 네트워크 회원자격, 
그리고 시드니 본사 신사옥 설계에
접근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진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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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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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차트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회계연도의 순영업수입에 기초하며, 자본이익률 및 기타 기업 항목은 제외. 
1.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아시아

7% 
수입 기준*

아시아
방콕
베이징
구루그람
홍콩
신추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뭄바이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타이베이
도쿄

14개
지역

11개
시장

3,939명
임직원 수1

지역 전문성과 통찰력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을 연결

확고한 입지 구축
세계 최대의 성장 지역

1994년
사업 진출

‘‘전 세계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베레나 림(Verena Lim)
아시아 담당 최고경영자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40

올해의 석유 및 제품 부문, 
올해의 파생 상품 부문, 올해의
상품 리서치 부문, 올해의
비금속 부문1

50% 
직원이 공유서비스분야
업무로 맥쿼리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

전 세계 다국가 간의 사업 진행 760+
분석 대상 종목 수2

2020년 Greenwich 랭킹
6개 카테고리 Asia Electronic 
Execution 팀 1위 차지3

최고 상품
General Clearing Member4

글로벌 통합 서비스 주식, 채권, 상품 및 외환 분야

1. 2021년 Energy Risk Asia Awards. 2. 2021년 9월 30일 기준, 아시아 11개 시장. 3. 순위는 아시아 주식(일본 및 호주 제외)을 대상으로 함. (1) 맞춤형
알고리즘 부문 1위 – 모든 고객 및 롱 온리 (2) VWAP 알고리즘 부문 1위 – 모든 고객 및 롱 온리 (3) 숏폴 알고리즘 구현 부문 1위 – 롱 온리 (4). 숏폴 알고리즘
구현 부문 2위 – 모든 고객 (5) 스몰 캡 알고리즘 부문 1위 – 롱 온리 (6). 기회주의적 알고리즘 부문 1위 – 롱 온리 (7). 가장 안정적이고 사용이 쉬운 제품 1위 –
롱 온리 (8). 고객 서비스 품질 부문 2위 – 롱 온리. 4. 5개 GCM에 대하여 2020년 Singapore Exchange Commodities Awards 수상. 5. 2021년 9월 30일 기준. 
6. 2020년 Asset Triple A Sustainable Capital Markets Regional Award. 7. Macquarie Electronic Execution 팀(2020년).

아시아 비즈니스
미화 265억 달러
운용자산5

선도적 지역 인프라 및 에너지
비즈니스

최고의 세컨더리 상장
- 교육(New Oriental Education & 

Technology Group)6

그리니치 어워드 아시아
(일본 및 호주 제외) 롱온리 투자자
부문의 최고 등급 달성7

아시아 주식 리서치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로컬 브로커 중 2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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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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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여성을 위한
최고의 100대 기업으로
인정1

• Asia Work-Life Harmony 
Award 수상

• LGBT 포용 고용주로 인정 -
일본에서 Pride Index 
Silver Award, 인도에서
Workplace Equality Index 
Silver Award, 홍콩에서
Community Business 
LGBT Index Bronze 
Award 수상.

인력 다양성, 공정한 결과, 
포용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기
위해 매년 다양성 및
포용성 주간 개최

맥쿼리가 후원하는 직원
네트워크 그룹은 전
임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배울 수 있게 지원
• Asia Pride Forum
• Asia Wellness and 

Inclusion Forum
• Asia Women's Network
• Families and Carers
• Women in Finance
• Women in Technology

1. Working Mother & Avtar, 2020년.

아시아에서 맥쿼리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 강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Asha 멘토십

및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
Asha Development Society와
10년간의 관계를 통해 지원받고, 
2019년부터 Bright Future와 Joining 
Hands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지원
강화

복직자를 위한 기회 창출
당사의 복직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이
장기간 전문 업무에서의 경력 단절 이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STEM 직업군에 여성 참여 독려
여학생들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장려하는 여성재단(TWF) 
Girls Go Tech Program과의 다년간
파트너십 진행

LGBTQ+ 동료, 고객 및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사내 직원 모임인 Pride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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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중국

21+년
중국 진출 햇수

4,000+
투자자산
채용 인력1

730,000+ 평방미터
냉동 및 건조 물류 혼합 시설3

4 GW+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용량2에 투자

80+
채용 인력 베이징 및 상하이
사무소

400MW+ 
(약 10만 캐비넷) 데이터센터
시설5

중국 주식에 대한 조사, 판매 및
거래 능력

크로스보더 M&A 딜4 관련 자문료
미화 70억 달러

종합적인 현지 및 역외 상품
플랫폼

42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모금 및 자원봉사
교육, 환경 및 복지 프로젝트 지원
이니셔티브

1. MAM 운용 펀드 자산 및 MacCap이 투자한 자산에 채용된 인력 포함. 정규직 및 임시직과 건설 노동자 포함. 2. 가동 중 및 시공 중. 3. 운영 및 개발 중. 4. 회계연도: 2018년 4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5. 
운영 및 개발 중. 모든 데이터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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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한국 진출 햇수

160+명
한국 맥쿼리 직원 수

종합적 플랫폼
주식 시장, 상품, 자산 금융, 자문 및 펀드 운용

국내 및 글로벌 펀드
주식 및 채권

자기자본투자
재생 에너지 부문(ESG, 디지털 인프라 등)에
중점

20,000+명
투자 자산 채용인력

인프라, 재생 에너지, 에너지 및 IT 부문
전반에서

44개 자산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외국계 자산운용사

맥쿼리코리아리서치는 64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KOSPI 시가총액의
60%에 해당. 당사는 KOSPI 시가총액의
70%인 75개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1년 9월 30일 기준.

한국 맥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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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및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지역사회 지원

12+년
연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날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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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M에 한함.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대만

16+년
대만 진출 햇수

~2GW 
프로젝트로 200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

70+명
채용 인력
대만 맥쿼리(3개 오피스) 

55+
기술부문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커버리지 대상 주식 수

반도체
선도적 설비 매매 및 자문 플랫폼

보증
2018년부터 TWSE 및 TPE에서 보증 발행인
Taipei Exchange Outstanding Warrants 
Awards 2020

미화 34억 달러
전 세계 공공 및 개인자산군에 관리
중인 투자 운용1 금액

재생 에너지 부문 자기자본투자에 중점

44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모금 및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생 멘토십 및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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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M 산하에 새로 신설된 CSG(Client Solutions Group)에서 제공. 모든 데이터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

맥쿼리 일본

20+년
일본 진출 햇수

130+명
일본 맥쿼리 직원 수

200+명
투자 자산 채용 인력

태양광 및 풍력
개발 플랫폼 현지
개발회사와 제휴

자본 솔루션
IPO/보증/블록/자산유
동화를 포함한
소형주/중형주, 자본
출자 및 파이낸싱

투자 솔루션
일본 투자자들을 위한
대체 및 전통 자산
클래스 전반1

헤징 및 파이낸스 솔루션
선도 기업, 
전기 선물 및 파생상품 부문

석유화학 및 Japan Crude 
Cocktail(JCC) 헤징부문 선도 기업

FX 및 원자재 통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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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및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멘토십 및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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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AI: Hybrid Annuity Model 및 Toll Operate Transfer 이니셔티브. MOF: Nation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Fund.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인도

15년
인도 진출 햇수

1,800+명
구루그람 직원 수 파이낸스, 
리스크, 자산관리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맥쿼리의
글로벌 운영 지원

130+
시가총액 미화 약 1조
달러의 조사대상 주식

2008년부터 3개 펀드에
걸친 미화 25억 달러의
자기자본 투자로 운영

업계 최고의
독립적 주식 연구 자문, 
평균 15년 경력의 수석
분석가 팀이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주제들에 대해
차별화되고 심층적인 통찰력
제공

최대 규모
인도 유료도로 부문 해외
투자자, 인도 최초의
민자도로 소유자

50,000+
연간 도로 안전 교육 시간

민간 부문 및 정부와의
공고한 관계

60+개
도로, 공항, 재생 에너지
및 통신 부문에 걸쳐 과거
및 현재 투자로 소유한
자산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2억 9,000만
FY2015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여, 교육, 생계, 복지 및 기타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

46

I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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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상위 SGX –ST 멤버 –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8년 연속 수상. 2020년에는 SGX가 발행인에게 시상하지 않음. 2. MAIF1 및 MAIF2 펀드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기준.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싱가포르

20+년
싱가포르 진출 햇수

350+명
채용 인력
맥쿼리 싱가포르 사무소

최고의
SGX-ST 
회원사 – 글로벌1

지역 허브
맥쿼리의 ASEAN 사업
운영 및 지역 상품 사업
대상

프로젝트 자문
Center of 
Excellence(CoE)

상장된 워런트 분야의
시장 선도업체

선도적인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펀드 운용
미화 40억 달러 에너지,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술 자산 전반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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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및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이주 근로자, 위기의
청소년, 노약자 및 저소득 지역사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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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증권거래소 거래량 기준 상위 5대 주식. 모든 데이터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

맥쿼리 필리핀

16+년
필리핀 진출 햇수

1000+명
마닐라 직원 수 운영, 재무, 
인사, 법무, 기술 및 리스크
부문에서 맥쿼리의 글로벌
업무를 지원

Top 5 
외국계 증권사
현물 주식 및 리서치
대상1

선도적인 인프라 자산
관리사 미화 19억 달러
운용자본(EUM) 
운송, 전력 및 재생
에너지(지열) 부문 전반

인프라 및 에너지 자문
재생 에너지 분야에 자기자본
중점 투자

LRT1의 지역 내 최대
교통 민관 협력 사업
자문 - 마닐라 중심지
최초의 고가 통근 열차
노선

국가 2번째 REIT 상장에 참여
2020 FMAP 어워드에서 소비자 부문 리서치 및 Conglos부문
리서치 최고상 수상

지난 12년 동안
Mclagan 
설문조사에서 상위 3-
4위 필리핀 중개인에
지속적으로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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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및 자원봉사를 통해
교육, 노약자, 위기의 취약계층
어린이 및 지역사회 지원

15+개
필리핀 전역에서 직원 참여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는 조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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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글로벌 사업 현황
유럽, 중동, 아프리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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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차트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회계연도의 순영업수입에 기초하며, 자본이익률 및 기타 기업 항목은 제외. 
1.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암스테르담
브레인트리
코번트리
더블린
에든버러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리머릭
런던
룩셈부르크
마드리드
뮌헨

파리
레딩
솔리헐
비엔나
왓퍼드
취리히

EMEA 내의 맥쿼리 비즈니스는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 
에너지, 상품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규모면에서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맥쿼리의
우선순위는 이미 입지를 굳힌 지역에서 기존의
고객들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그 외의
지역으로 맥쿼리의 발자취, 능력, 고객 기반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폴 플루먼(Paul Plewman)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고경영자

20개
지역

14개
시장

2,457명
임직원 수1

1989년
사업 진출

4개
플랫폼 인수
2년 내

중동
두바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6% 
수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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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파운드
2005년부터 영국 인프라에 약정 및
투자1

150억+ 유로
2006년부터 독일 인프라에 약정 및
투자5

66억 유로
룩셈부르크 기반의 ValueInvest 
운용자산6

22억+ 유로
2006년부터 프랑스 인프라 자산에
약정 및 투자7

5억 유로 이상
아일랜드 비즈니스에 대출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MAM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인프라 포트폴리오 사업별로 다양한 직접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경우에 따라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는 여러 인프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 3. EMEA and APAC Partnership Awards 2019년 및 2020년. 4. 운용 펀드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 포함. 5. 자산의 자기자본 가치, 2021년 9월 30일 기준. 6. 2021년 9월 30일 기준. 7. 자산의 자기자본 가치, 2021년 9월 30일 기준.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활동

미화 935억 달러
EMEA 내 운용자산1

최근 투자 내역4

영국 공공 및 은퇴자 주택
영국 및 스페인 광대역 통신
독일 부동산 개발
영국 탄소 포집 및 저장
스페인 태양열
폴란드 내륙 풍력
벨기에 담수 시설

33 
인프라 비즈니스 운용자산2

올해의 스폰서/개발업체
2년 연속 선정3

유럽 가스 시장의 선도적인 리스크 관리 제공업체로 유럽지역 액화가스
주요 시장에서 활발한 가스 공급 및 거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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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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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00대 고용주 중
33위1 스톤월 직장
평등 지수

여성 금융 헌장 서명회사, 
금융 서비스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헌신

1. Stonewall Workplace Equality Index, 2020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 강화 기회 확장

맥쿼리는 Ethnicity Awards에서
상위 10대 고용주와 사회 모빌리티
지수 60위에 랭크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에 접근하고
발전시키려는 당사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임직원의 복지 유지
당사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 복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웰빙 앰배서더(Wellbeing 
Ambassadors) 제도를 통해 누구나
불안증, 암, 커밍아웃, 사산, 유산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동료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개발
ENG, 이벤트, 교육 및 제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보다 포용적인
맥쿼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당사의 런던 사무소에 표현된 LGBT+ 

포용에 대한 지지

맥쿼리가 후원하는 직원
네트워크 그룹은 전
임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함.
• Balance(젠더)
• Fusion(민족, 지역 및 문화)
• Pride(LGBTQ+)
• Parents & Carers
• Women in Tech
• Neur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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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9월 30일 기준, 배전망 또는 수직 통합 유틸리티의 일부가 아님. 2. 2021년 9월 30일 기준, MAM 운용 펀드 자산 및 MacCap이 투자한 자산에 채용된 인력 포함. 정규직 및 임시직과 건설 노동자 포함. 
3.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영국

53

30+년 1989년
맥쿼리 영국 설립

1,000만+개
전력 계량기를 가정 및
기업에 제공1

약 65,000명
투자자산 채용 인력2

애버딘, 글래스고, 
사우스햄튼, 판버러를
잇는 주요 공항에 투자

1,800+명
3개 사무소 고용 직원 수
런던 소재 EMEA 지역 본부

녹색 인프라 전문
개발자와 투자자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팀(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
영국 소재500억+ 파운드

2005년부터 영국
인프라에 약정 및 투자3

헐과 요크셔 동부 지역의
통신망 접근성 증대를
위한 KCOM 지원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7개 장기 자금 지원
파트너사 청년들의 계층 이동
기회 지원

13년간
CoRe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역
자선 단체 90+개 지원
15,000+시간 봉사 및 350여명의

자원봉사자

당사의 코로나19 구제 펀드의
일환으로 London Community 
Response에 지원금 전달

Cadent의 장기 투자자 영국
최대의 가스 유통망 지원
1,100만 가구 및 비즈니스에
서비스 제공

지역의 광대역 사업체인
Voneus에 투자하여 영국
전역의 10만+ 가구에
초고속 통신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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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베네룩스

2005년
베네룩스 진출

암스테르담 및 룩셈부르크
지역에 확립된 입지

장기 투자자
브뤼셀 공항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억 유로
네덜란드 민간 임대주택
부문에 사모 투자자 대출
Domivest를 위해 자금
출자

20+ 네덜란드 전문가
포함 분야:
‒ M&A 자문
‒ 자기자본 투자
‒ 프로젝트 및 개발 파이낸스

66억 유로
룩셈부르크 기반의 ValueInvest
운용 자산

유럽 최대 규모의 분산화
항구 터미널 비즈니스에
투자 – HES 
International

단독 스폰서 및 금융 자문회사
다음을 포함하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 Heliox/GIG 버스 및 트럭 충전 인프라 파트너십
‒ 10억 유로 A9 Badhoevedorp 
‒ 10억 유로 블랑켄부르크 터널

54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현지 비영리 단체 Caritas 
Luxembourg에
코로나19 구호 자금의
일환으로 난민 및 가족
지원

610만 유로
맥쿼리그룹 50주년
기념상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오션클린업에 사회공헌
프로젝트 자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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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자기자본 가치,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프랑스

2006년부터
프랑스에 투자 50+명

파리를 기반으로 하는
직원 수

25+ 고객
오일, 전기, 가스 및 배기가스 거래
전반에 걸쳐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

방대한 파리 부동산
포트폴리오
파리의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 및 관리

15+ 전문가
프랑스 시장에 정통, M&A 
자문 및 레버리지 금융 제공

22억+ 유로
2006년부터 프랑스 인프라 자산에
약정 및 투자1

14년 투자
Paris-Rhin-Rhône 자동차도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자동차 도로망에 50억
유로 규모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지원

선도적인 농산품 팀을 통해
일부 프랑스 최대 식품 소비
및 농공업 기업에 농산품
가격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

태양광 발전 지원 - 프랑스 최대
규모의 농업 발전 포트폴리오인
2.4GW급 Green Lighthous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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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코로나19 구호 자금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
패키지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비영리 단체
Restaurants du Cœu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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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1989년 맥쿼리 독일
설립

130억+ 유로
운용자산1

선도적인 프랑크푸르트 기반의
선물 청산 비즈니스

150억+ 유로
2006년부터 독일
인프라에 약정 및 투자2

전환 거래에 대한 자문, 
thyssenkrupp AG의 172억
유로 규모의 엘리베이터 기술
사업

두 곳의 주요 해상 풍력
단지에 투자:
‒ BARD Offshore 1 
‒ Baltic 2 

다양한 조직을 위한 현지
직원의 기금 마련 및
자원봉사

최대 450만 톤의 Heide 
Refinery를 통한 원유 가공 –
당사의 거래 시설을 통해 현지에
상당한 양의 휘발유 및 디젤 공급

Currenta의 장기 소유주로서 핵심
부문 지원, 독일 화학 산업의 최대
규모 기초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자산의 자기자본 가치, 2021년 9월 30일 기준.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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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당사는 뮌헨 적십자에
기부하여 코로나19 구호
자금의 일환으로 현지
자원봉사자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기적 보조금 파트너인
Duke of Edinburgh 
Awards 
International에 독일
어워드 확대를 위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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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아일랜드

2003년부터
아일랜드에 투자

5억 유로화 이상
아일랜드 비즈니스에
대출

항공기 임대사업
리더
- 아일랜드 기반

10+ 신설 학교
아일랜드 전역에 설립, 
7,000명 이상
학생들의 교육 지원

530채 개발
아일랜드 전역에 신설
공공 임대주택 적정가에
제공

10,000+ 학생
더블린 공과 대학교의
재개발된 Grangegorman 
캠퍼스에 최신 교육 시설 제공

다양한 조직을 위한
현지 직원의 기금 마련
및 자원봉사

해상 풍력 개발 - 골웨이
해안에 위치한 Sceirde 
Rocks 400MW급 해상
풍력발전 단지

더블린의 주요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그리고
재활용 및 재처리를 통한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선도하는 Beauparc의 주요
투자자

60명+ 직원 더블린 사무소에 근무

57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코로나19 구호 기금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비영리
단체인 SafetyNet Primary 
Car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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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글로벌 사업 현황
미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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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차트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순영업이익에 기초. 
1.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미주

미국
보이시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잭슨빌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미션
내슈빌

뉴욕
올랜도
오버랜드 파크
필라델피아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시애틀
월넛크리크

캐나다
캘거리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라틴아메리카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산티아고

맥쿼리는 10년 넘게 미국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맥쿼리는 다각화된 비즈니스로
어려운 여건 및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에서 고객들에게 꾸준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숀 라이틀(Shawn Lytle)
미주지역 책임자
맥쿼리 그룹

26개
지역

5개
시장

3,161명
임직원 수1

‘‘ 1991년
사업 진출

미국의 변화하는 에너지 및
인프라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에서
자산 운용 및 자문 서비스 제공

39% 
수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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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내 비즈니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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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북미 실물 가스 마케팅 업체1

약 9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북미
전역에서 매일 거래1

1위
북미 전력 부문 금융 자문사2

미국 부문 전문가
주식 조사, 주문집행 및 아시아
태평양 영업, 
글로벌 시장에 엑세스 제공

올해의 상품 리서치
기관3

북미 도로
올해의 거래 – Metropistas4

Top 25 
미국 액티브 뮤추얼 펀드
운용사5

미화 2,917억 달러
운용자산6

8
인프라 및 리얼 에셋 펀드7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터네셔널 –
올해의 캐나다 전력 거래8

올해의 북미 전력 거래 –
캐스캐이드 전력 프로젝트9

1. Platts Q2 - 2021년 6월. 2.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기준). 3. 2021년 Energy Risk Asia Awards. 4. 2020년 Proximo Awards. 5. 2021년
9월 30일 기준 운용 자산. Strategic Insight 및 Morningstar에 기재된 데이터 기준. 데이터는 모든 개방형 뮤추얼 펀드(액티브와 패시브 모두)를 포함함. 
단,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서 정의한 소비자 지분 클래스(중개자 없이 주로 펀드 회사가 판매하는 주식) 직접 투자는 제외. 데이터에는
변액보험상품, 폐쇄형 펀드, 재간접펀드, 상장지수펀드 및 단기금융시장 펀드도 제외됨. Delaware Funds 데이터에는 Optimum Funds가 제외됨. 6. 
2021년 9월 30일 기준. 7. 합작투자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펀드 제외. 8. 2020년 PFI Awards. 9. 2020년 Proximo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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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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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캠페인, 2021년.

미주지역에서 당사의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 강화 다양한 인재 등용 파이프라인 가속화

Out4Undergrad 및컬럼비아 대학교의
Double Discovery Center와제휴하여
이벤트와 프로그램 주최

맥쿼리의 Racial Equity Fund를
통해 NY, HOU 및 PHIL/JAX의
사회정의 기관에 3건의 대규모의
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당사
임직원과의 리더십 대화와 숙련
기술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진행

자산운용에 더 많은 여성 고용
자산운용업 전반에서 여성 및 여성
리더의 수를 늘리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인 Girls Who Invest와의 파트너십
진행

재향군인의 직업 변경 지원
Edge4Vets와 함께 워크샵 제공

미국 인권 캠페인 기업 평등
지수1에서 100/100점
획득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
보조금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맺고 취약 학생들에게
멘토링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지원

맥쿼리가후원하는직원
네트워크 그룹은 전
임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배울 수 있게 지원합니다
• Black Employees @ 

Macquarie
• Families
• Pride
• Unity
• Veterans
• Women @ Macquarie

다양한 배경의 직원을 이끌고
맥쿼리의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사급 직원의 역량
구축을 위해 Inclusive 
Leadership Masterclass 
신설.

LGBTQ+ 동료, 고객 및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사내 직원 모임인 Pride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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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2021년 3월 31일 기준. MAM 운용 펀드 자산 및 MacCap이 투자한 자산에 채용된 인력 포함. 3. IJ Global 2020. 4. 2021년 9월 30일 기준 운용 자산. Strategic Insight 및 Morningstar에 기재된 데이터
기준. 데이터는 모든 개방형 뮤추얼 펀드(액티브와 패시브 모두)를 포함함. 단,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서 정의한 소비자 지분 클래스(중개자 없이 주로 펀드 회사가 판매하는 주식) 직접 투자는 제외. 데이터에는
변액보험상품, 폐쇄형 펀드, 재간접펀드, 상장지수펀드 및 단기금융시장 펀드도 제외됨. Delaware Funds 데이터에는 Optimum Funds가 제외됨. 5. 2020년 Proximo Awards. 6.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의 8개 대학 및 커리어 성공
지원금 파트너와 함께함.

맥쿼리 미국

25+년
미국 진출 햇수

2,600+명
맥쿼리 미국 직원 수1

26,200+명
투자자산에 고용된 인력2

미국 부문 전문가
주식 조사, 주문집행 및
아시아 태평양 영업,
글로벌 시장에 엑세스
제공

올해의 북미 재정
자문사3 Top 25 

운용자산별 미국 내 장기 개방형 액티브
뮤추얼펀드군4

17 
당사의 글로벌 플랫폼에
연계된 지역

올해의 북미 도로 거래 –
Metropistas5

코로나19 기금을 조성하여 미국 전역의
10개 단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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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원

1,000+명
저소득 미국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유급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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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캐나다 진출 햇수

90+명
캘거리,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의 4개 지사에서
근무

맥쿼리 최초로
호주 외 지역에서 민간
인프라 펀드 설립

2011년
캐나다 석유 사업
진출

현재까지 캐나다화 약
200억 달러
의 펀드 및 공동 투자금
조성

200+개
천연가스 고객
캐나다에서 3.5 BCF/일의
천연가스 마케팅

30+년의 업계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풀 서비스
선물 중개사

2005년부터 캐나다화
12억 달러 이상의 IT 
장비 자금이 투입된 캐나다
최대 규모의 독립 IT 
임대업체

캐나다화
330억+ 달러
2017년부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금속, 광업, 에너지
및 인프라 전반에 걸친 자금
조달 및 M&A 거래1

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기간: 2018년 1월 1일 - 2021년 10월 14일.

맥쿼리 캐나다

63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맥쿼리의 캐나다 직원, 재단과 함께
2018년부터 지역사회에 호주화
525만 달러 이상을 기부2

2015년부터 캘거리 최대 규모의 업계
주도 자선기금 마련 행사를 주최하여
지역 자선단체에 캐나다화 350만
달러 이상을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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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 직원 및 계약 직원 포함. 2. 2021년 3월 31일 기준 MAM 운용. 3. 2021년 기준 Solvi Company Information 4. Macquarie Crop Partners(MCP), MAM 농업 펀드. 2020년 12월 31일 기준, 별도 운용
계좌 포함.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브라질

20+년
브라질 진출 햇수

14,000명 이상
MAM 관리 포트폴리오 회사의 직원 수1

약 30명
상파울루 사무소에서 근무

미화 4억 7,960만
달러
운용자산2

약 18% 폐기물
맥쿼리에서 투자 또는 관리하는 자산을 통해
처분 및 처리3

248,000톤 이상
2019년/20년 수확기 곡물 생산량4

위험 관리 및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의 선도적
제공회사로서 20년 이상 브라질 상품 시장에
서비스 제공.

실물 및 금융 역량
농산품 및 에너지 등 각종 성품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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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000달러 브라질 아마존
강변의 도시 빈민가와 고립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구호를 위해
NGO, Base Colaborativa에 기부

맥쿼리 50주년 기념 어워드 수상자인
The World Mosquito Program은
뎅기열, 지카, 치쿤구니야열, 황열병
같은 모기 매개 질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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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JGlobal 2017. 2. 2021년 3월 31일 기준 MAM 운용. 3. 2021년 3월 31일 기준. FIBRA 맥쿼리 멕시코가 소유하고 맥쿼리에서 운용하는 자산. 4. 맥쿼리 멕시코 인프라 펀드(MMIF). 고지 사항: 
맥쿼리캐피탈은 멕시코에서 자본 조달 및 기타 규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 멕시코

10+년
멕시코 진출 햇수

30+명
맥쿼리 멕시코시티 사무소
채용 인력

선도적인
천연가스
제공회사

수상자
올해의 남미 전력 및
전체 거래
Norte III 혼합 사이클
가스발전소1

미화 25억
6,700만 달러
운용자산2

선도적 제공회사
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원자재와 글로벌 시장
접근

250+
부동산 자산
상장거래 멕시코
부동산 신탁회사(REIT) 
인 FIBRA 맥쿼리
멕시코가 소유3

최초의 페소 표시 펀드 설립. 
멕시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회4에만 초점을
맞춤

500,000+
Norte III 혼합 사이클
가스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주택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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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실향민 및
이주민의 코로나19 예방과 구호를
위해 NGO 국제구조위원회에
코로나19 기금 지원

멕시코시티 직원
• InRoads와 제휴하여 저소득

대학생 멘토링
• Antes de Partir와 제휴하여

불치병 아동 지원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66©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핵심 전문분야
인프라

Macquarie.com/impact에 추가 정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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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E 실물 자산(2021년 7월/8월). 2. 2021년 9월 30일 기준. 3. 2021년 9월 30일 기준. 4. Global Advisory Experts Annual Awards. 5. 2020년 Partnership Awards. 6. Inspiratia(H1 CY21, 거래 건수
기준). 7. 2020년 Proximo Awards.

한눈에 보는 맥쿼리의 인프라 전문성

세계 최대
인프라 운용사1 152개

인프라 자산 운용사2

20+년
관련 경험

강력한
재무, 투자자, 지역사회
성과

70+
관련 주식 종목수3

인프라 부문 호주에서
2020년 올해의 기업 자문
기업4

최고의 도로/다리/터널
프로젝트
- 실버타운 터널5

No.1
글로벌 인프라 금융
자문사6

북미 도로 올해의 거래
– Metropistas7

글로벌 인프라 부문의 개척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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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인프라 전문성 구축 개요

사회적 인프라(2007년 이후)

항만(2005년 이후)

에너지 인프라(2004년 이후)

통신 및 미디어(2002년 이후)

전기/가스(2001년 이후)

공항(2001년 이후)

도로(1994년 이후)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기업금융 및 자문(1981년 이후)

자산운용(1994년 이후)

리서치 분석(1995년 이후)

채권 및 주식 솔루션(20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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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터넷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에서 영국 가정의 14%만이
광섬유 광대역 인프라에 접근 가능1

Voneus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사회에
초고속 광섬유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에서도 도시와 동등한 품질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고정 무선 액세스
기술의 선도적인 전문회사임

2019년에 맥쿼리캐피탈은 영국의 지방 지역
전역에 광섬유망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Voneus에 초기 투자를 진행

그 이후로 광대역 사업에서 대주주로
소유권을 확대하고 이스라엘 인프라 펀드와
제휴하여 Voneus의 성장 계획을 가속화함

Voneus는 초고속 광대역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160만
영국 가정을 타겟으로 함

Voneus는

10만 가구 이상의
지방 주택을 광섬유로 연결하는 단기 목표를
설정

영국 지방 지역과 스코틀랜드 지방 지역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능이
충족되면 지방 회사들이 연간 260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함2

1. OfCom, Connected Nations 업데이트 2020년 여름. 2. 잉글랜드 지방, 스코틀랜드의 지방 대학, 영국 전역의 지방 지역 디지털 잠재력 발산, 2018년

영국 지방에 초고속 광섬유
인터넷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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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gji Water는 다롄의 대표적인
폐수처리시설로 수자원 보존과 중국의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 사용자용으로 재활용된 폐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맥쿼리 에셋 사업본부(MAM)는 2014년
Hengji Water 투자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오수 처리에서 운영 성과와 기술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

Hengji Water는 MAM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국가환경 보호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551 Biological Aerated Filter1를
비롯한 80여 개의 폐수 처리 주도 기술과
특허 개발2

Hengi Water는 화학산업을 위한
국가산업 폐수처리 훈련 기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3 지역 내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하수처리 시설

1.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생화학 산소 요구량(BOD)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하수에서 효과적으로 제거. 2. 국가 무형자산 관리국의 인정을 받음. 3. 
화학 산업 직업 기술 평가 지침 센터.

중국의 수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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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eño-Tunja-Sogamoso(BTS) 
유료도로는 수도 보고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206킬로미터 거리의 고속도로로서
단거리 관광 및 일반 교통뿐만 아니라
장거리와 중화물 교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

BTS는 콜롬비아에서 교통량이 세 번째로
많은 유료 도로로 연간 약 1,700만 명의
승객이 이용

맥쿼리캐피탈이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분야의 최초 투자자로 BTS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

맥쿼리캐피탈은 기존의 사업권에 대해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가치를 더하고 해당
수송로에 추가 자본투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협력 파트너를
영입

맥쿼리캐피탈은 도로 상당 부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 및 사용자와 긴밀하게
협업

맥쿼리캐피탈 최초의 콜롬비아 및
남아메리카 인프라 투자

교통량 기준으로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유료도로

약 1,700만 명 연간 승객 수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3G 도로 사업권

콜롬비아 유료도로 시장에서 최초의 고정
가격, 완전 백투백(back-to-back), 장기
O&M

컬럼비아의 운송 인프라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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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수주 기관들은 민자사업(PPP) 
프레임워크를 도모. 아일랜드의 사회주택
번들 1(Social House Bundle 1)은 1억
4,000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로 27년
사업권에 더블린에 있는 6개 공공 주택
부지의 자금 조달, 설계, 건설 및 유지
보수를 포함

맥쿼리캐피탈은 Grangegorman 3차
교육 PPP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Sisk, Choice Housing, Oaklee 
Housing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omhar Housing의 단독 파이낸스
자문사 겸 후원사 역할을 수행
이 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9년 3월 재무적 결산을 완료, 
아일랜드 최초의 사회주택 PPP 
프로젝트가 됨

더블린 및 렌스터 지역의 534개 신규
주택 및 아파트

아일랜드 최초의 공공주택 PPP 프로젝트, 
주택 요건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보

아일랜드 정부의 PPP를 통한 3억 유로
투입으로 1,500채의 공공주택 개발에 자문
역할

공공주택은 세입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과 미래를 향한
삶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아일랜드 최초의 공공주택 PPP 
프로젝트 진행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성과기회 행동

73

Domivest는 네덜란드의 선도적인
임대용 주택 담보대출 기관으로서 정부
규제 및 인구통계학적 변동의 결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부문의 주택 소유주에게 2017년부터
대출을 제공

맥쿼리의 상품 및 글로벌 마켓 그룹은
Domivest를 위해 지금까지 4번의
증권화를 진행하고 배포함. 대출은 하나의
풀로 합쳐져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변환되고, 이로써 임대주택은 투자 가능한
자산 클래스가 됨

맥쿼리는 10년간의 채권 발행 실적과
함께 유지해 온 투자자 관계를 통해 고급
투자자를 유치

맥쿼리는 2021년 5월 Domivest의
주택저당증권을 배포. 이 거래에는 최고
수준의 투자자 참여가 이어졌고 채권가격
평가 역시 우수한 수준을 유지 중

CGM이 창출한 수요는 AAA 등급과
유리보 +63bp의 가격을 이끌었고 이로써
Domivest에 거의 0%의 조달금리를 제공

맥쿼리는 영국, 유럽 및 미국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고유 계정으로 채권을 발행

이 거래 이후 맥쿼리는 Domivest의
증권화 프로그램에 따라

11억 유로
이상의 채권을 발행함

네덜란드 임대업계에서 역대급
증권화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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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글로벌 펀드 관리사가 아시아
국부펀드를 위한 펀드 구성을 모색, 최종
고객은 매니저의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비상장 비현금자산을 담보로 총수익
스왑을 통해 미국의 광범위한 주식지수에
노출

불과 6주 만에 맥쿼리는 스왑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대신 헤지펀드 주식을 약정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실행

고객이 현금을 담보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총 미화 2억 달러 반환 스왑

마진 없는 한도 제공으로 고객의 운영
부담을 더욱 완화

담보 마진을 목적으로 비현금 자산을
게시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분
익스포저 및 맞춤형 담보 자산을 관리하는
맥쿼리의 깊이 있는 전문성은
기관투자자들에게 고유한 솔루션을 제공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유동성 시장에서의
이동 가능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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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대 상장 인프라 기업인 MPIC가
2014년 LRT1 영업권을 위한
민자사업(PPP) 입찰을 수주하면서 마닐라
중심부의 철도사업 고도화를 위한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로 맥쿼리캐피탈과 다시
한번 제휴함

맥쿼리캐피탈은 철도 자회사인 MPLRC의
지분 34.9%를 일본 최대 무역 회사인
Sumitomo에 약 30억
필리핀페소(9,000만 호주달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MPIC의 단독 파이낸셜
자문사로서 역할 수행. 맥쿼리캐피탈은
2020년 초 필리핀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철도 운영에 영향이 있었던 시기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전략 제공

최초
필리핀 PPP 프로그램 하에서 철도 시스템
전환

11.7km
길이의 남부 확장로 건설

80만 명
프로젝트 완료 시 예상되는 일일 이용자 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마닐라 철도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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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맥쿼리는 시드니 도심의
마틴플레이스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완전히 통합된 상업, 소매 및 공공구역
개발을 위해 NSW(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

맥쿼리는 이 계약에 따라 NSW 주정부를
위해 시드니 지하철에 마틴플레이스 역을
신설할 예정

이 프로젝트에는 소매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 지하 보행로, 2개의 새 사무실 조성
및 기존 마틴플레이스 기차역의 리뉴얼이
포함됨

건설 과정에서

2,500개 일자리 창출
약 10만 평방미터의
사무실 및 리테일 시설 개발

시드니 최고의 교통 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승역을 개발 설계에 반영

가장 높은 지속가능성 등급인
Green Star 별점 6점
달성을 목표로 설계

소외된 커뮤니티의 참여를 비롯한 인력
다양성 확보 노력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마틴플레이스의 중심에 탄생한
공공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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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은퇴자 주거용 임대 부동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시장은 전통적으로 판매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슴

2019년 McCarthy Stone은 은퇴자
사업자로서는 전국 최초로 은퇴한
세입자를 위한 유연한 임대 상품을 신규
출시하였고 이는 완전 구매에 대한 저렴한
대안을 제공

2021년, 맥쿼리캐피탈과 John Laing은
영국 내 약 250개의 특수 목적 은퇴자
주택단지에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
Brigid Investments를 개발

Brigid Investments는 향후 9개월 동안
McCarthy Stone의 1억 파운드 규모
주택단지에 추가 자금을 조달할 예정

맥쿼리캐피탈은 단독 금융 자문사로
활약하며 필요한 선순위 부채를 조달

이로써 McCarthy Stone은
임대 서비스 확장 가능

노후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

최첨단 보안, 에너지 효율성 및 고급
편의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웰빙에 중점을 둔 주택 제공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부족 해소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가능성 중심 개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증가하는 영국 내 노인주택 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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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R은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고속도로
그룹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2,300km 
이상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며, 매년 약
2,300만 명이 이를 이용 중1,2

APRR의 고속도로는 프랑스 지역사회와
공급망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를 파악한 MAM과 공동주주들은
회사의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지원함

>50억 유로
APRR의 네트워크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투자된 자금

약 50% 
네트워크 단절 감소 및 직원 WHS 기록
향상2

CO2 배출절감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 카풀 주차장 및
전기 수송 차량 이용

지역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식물 이동 통로
확대 및 나무 심기

약 200km의 고속도로
개발 착수

효율성 증대
도로 확장 및 논스톱 자동 요금징수 기술
도입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1. 네트워크 길이별. 2. APRR Management Data, 2020. 
3. MAM이 APRR과 14년간 협력하며 달성한 결과.

프랑스 주요 교통 인프라 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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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한국 경제를
되살리고, 금융위기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인천시와 관련
교통망을 개발하면서 인천대교 사업 시작

맥쿼리 코리아 인프라 펀드는 2006년
선순위채, 후순위채, 지분투자자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성공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4년의 공사기간 및
30년간 영업권을 갖도록 약정됨. 
2017년 맥쿼리가 23%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최대 지배주주가 됨

인천대교 개통으로 필수 인프라 격차가
성공적으로 해소됨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위상 확립

도시 개발 확대

약 6만 명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행하는
일일 이용객 수

명확한 주주 로드맵
• 운영 안정성
• 성장 궤도
• 재정적 수익성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한국의 주요 수송 인프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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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개원한 Royal Adelaide 
Hospital(RAH)은 호주의 최첨단 병원

남호주를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매년 약
85,000명의 입원환자와 40만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

맥쿼리캐피탈은 Celsus에게 Royal 
Adelaide Hospital 민자사업(PPP)을 위한
호주화 22억 달러의 지속가능한
리파이낸싱을 위한 금융자문 및 채무
주선사 역할을 수행1

Celsus는 RAH의 설계, 자금 조달 및 건설을
담당했던 컨소시엄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2046년까지30년계약에 따라 병원
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 관리 및
유지 중

호주화 22억
달러
채무 리파이낸싱

2.0배 이상
대출 기관의 초과청약

매년 약 485,000명의
환자 치료

호주
최대의 의료시설
녹색 및 지속가능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2

미래 호주 병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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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호주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및 지원 제공 현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독립적인 전용 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돌봄 및 지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2016년에 새로운 시설에 자금을 지원, 건설 및
관리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시장인
장애인전용주택(SDA)이 제안됨

맥쿼리는 2017년부터 SDA 부문에 종사해
왔으며 안정적이고 투자 가능한 자산 클래스로
성장하는 데 기여. 맥쿼리는 건설사 파트너, 
정부 및 기타 시장 참여자와 협력함으로써
투자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의 한 형태로서
SD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도움

자체 대차 대조표의 배포와 맥쿼리가 가진
인프라 투자자로서의 명성은 초기 모멘텀을
주도했으며 새로운 부문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맥쿼리는 호주 전역에

230채 이상의 커뮤니티 기반의

독립적인 전용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

그리고 장애인이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찾도록 도와주는 전문 장애주택
제공업체와 제휴

SDA는 현재 초기 단계를 벗어나

신흥 기관투자 클래스로 진화 중

민간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SDA는 경쟁적인 채권
시장과 글로벌 주식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음

호주의 장애인전용주택 개발 지원

이미지 출처: Summer Housing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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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Data Centers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 및
운영업체로서 미주와 유럽 전역에 다수의
기존 시설이 있고 미래 프로젝트 공급도 진행
중임

Prime은 사내의, 하이브리드 또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찾고 있는 대기업 및
하이퍼스케일러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개발, 
인수 및 운영

맥쿼리캐피탈은 전략적 거점 시설 내에
맞춤형 솔루션, 지속가능한 전력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연결성을 갖춤으로써 데이터 센터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Prime Data Centers에 투자를
진행

맥쿼리캐피탈은 인프라 투자, 운영 및 개발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Prime이
엔터프라이즈 및 하이퍼스케일 기업용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솔루션의 제공과 서비스
분야에서 보유한 경험을 보완할 예정

Prime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와 새크라멘토에서 맞춤형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10MW가 초도 인도됨

Prime과 맥쿼리캐피탈의 파트너십은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 여러 추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단계에
있음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의 상당한 자본투자
역량 확보 가능

건설 또는 개발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캑쿼리캐피탈의

미화 250억 달러에
신규자금 추가투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미주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
스토리지 지원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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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는 노르웨이 중앙 은행인 Norges 
Bank의 자산관리 사업부임.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는 세계 최대
기관투자자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한 차별화를 추구

Borssele I 및 II는 네덜란드 최대의 해상
풍력발전 단지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

맥쿼리캐피탈은 NBIM가 Ørsted의
752MW급 Borssele I 및 II 해상 풍력발전
단지의 지분 50%를 13억 7,500만 유로에
인수하도록 자문. Ørsted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동 소유자 및 운영자 자격을 유지

이번 딜은 비상장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NBIM의 첫 번째 투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자문사로서
맥쿼리캐피털이 가진 입지를 강화

Borssele I 및 II는 네덜란드에서 연간

100만
가구에 녹색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고부가가치 업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예정

네덜란드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치
달성을 도와줄 야심찬 해상 풍력 프로젝트
출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Norges Bank 최초의 비상장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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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배드 담수화 플랜트는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에 위치한 해수 역삼투 담수화
플랜트로 하루 5,400만 갤런의 물을 생산.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첨단 기술력과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이며 미국에서는 드문 민간 소유의 물
관련 자산으로서, 인프라 영역에서 진정한
거점 자산임

플랜트 지분 100%를 매각하는 데
맥쿼리캐피탈이 독점적인 금융자문사
역할을 담당. 복잡한 프로젝트 구조, 기술
세부사항 및 문서를 시장성 실사로
파악하고, 공급업체와 입찰자가 중요한
인허가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사모시장팀은 선도적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자들의 관심 여부를 파악해 투자자
유치 및 관리

Aberdeen Standard Investments가
이끄는 한국투자자 컨소시엄에 플랜트를
매각해 자본 접근성 향상

샌디에이고 카운티 상수도 공급량의
9%를 공급
4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

강화 계획
공장, 파이프라인 및 기존 샌디에고
카운티 수자원국(SDCWA) 시설

SDCWA와 30년 물 구매 계약에
따라 계속 가동 중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에너지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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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기업용 광통신 독립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파트너들에게는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유연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제공 가능

맥쿼리캐피탈은 Aberdeen Standard 
Investments와의 공동투자로 스페인 4위
통신회사인 MasMovil로부터 94만
가구에 서비스하는 FTTH 네트워크를
인수하여 스페인 최초의 단독 기업용
통신사업자를 탄생시킴

맥쿼리캐피탈은 글로벌 인프라
개발사로서의 전문성과 유연한 대차
대조표 자본을 기반으로 신기업의 성장을
다음 단계의 개발로 이끌고 있음

신사업은 가정과 기업에 광대역통신을
공급하고자 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광대역통신 용량을 제공하는 독립 기업용
사업자로서 운영될 예정

디지털 인프라는 인프라 펀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 매력적인 자산임. 광섬유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인프라 투자 분야로 자본을
투입하고 보다 나은 리스크 조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맥쿼리캐피탈은 주요 광섬유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비즈니스와 사람들의
연결성 향상을 도모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스페인의 광대역통신망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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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의 심해 교역 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그단스크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동부 유럽 시장으로 가는 세계의 관문이
될 잠재력이 있음

맥쿼리 운용 펀드1는 DCT 그단스크의
그린필드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며 미개발
수변지역으로부터 폴란드 최대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컨테이너 터미널로의
진화를 촉진함

13년 이상 막대한 자본 투자 프로그램
감독

직간접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처리 능력 매년

약 300만
해운 컨테이너2

북유럽 항만에 신뢰도 높고 비용 효과적인
대체 수단 구축

폴란드 수출의 효율성 개선

20억 유로
매년 폴란드의 관세 및 조세 수입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금액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1. 64% 지분. 2. 20피트 컨테이너 단위(TEU).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한 연결지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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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분야
에너지

Macquarie.com/impact에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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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화
6.64달러
재래식 에너지에 호주화
1달러 투자 시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2

올해의 북미 전력
거래
– Cascade Power 
Project1

1,000만+ 대
전력 계량기를 가정
및 기업에 제공3

No.1 
글로벌 전력회사
금융 자문사4

No.4
북미 실물 가스
마케터5

No.1
글로벌 재생에너지
금융자문회사6

선도적
글로벌 재생에너지
개발사

올해의 유럽 폐기물
에너지화 거래7

20+년
에너지 분야 경험

40+개
에너지 관련 종목
조사분석8

500+명
녹색에너지 및 투자
전문가9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 올해의 캐나다 전력
거래10

1. 2020년 Proximo Awards. 2. (i) 당기손익으로 평가된 은행 장부 지분 투자, (ii) 맥쿼리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갖는 투자(관계자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연결 종속기업과 대차대조표 지분약정을 통해
보유하는 투자는 제외. 3. 2021년 9월 30일 기준, 배전망 또는 수직 통합 유틸리티의 일부가 아닌 영국 최대 규모의 독립 계량 업체. 4.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기준). 5. Platts Q2 - 2021년 6월. 6.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및 가액 기준). 7. IJ Global 2020. 8. 2021년 9월 30일 기준. 9. 운영 플랫폼 직원 포함. 10. 2020년 PFI Awards.

맥쿼리의 에너지 전문성

에너지 스펙트럼 전반의 역량 구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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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에너지 전문성 구축 개요

석탄(2008년 이후)

재생에너지(2005년 이후)

에너지 인프라(2004년 이후)

가스(2004년 이후)

계량기(2003년 이후)

석유(2003년 이후)

전력(1997년 이후)

1970년대
후반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금융 상품 제공(1970년대 이후)

기업 금융 및 자문(1980년대 이후) 

리서치 분석(1992년 이후)

자산 운용, 자산 파이낸싱(2003년 이후)

채권 및 주식 솔루션(2009년 이후)

상품 분야 플랫폼
개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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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t는 1,100만 가정과 기업에 가스를
공급하는 영국 최대의 가스 유통망
업체임1

영국 내 배출가스의 1/3 이상이 난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유통망이
탈탄소화 경제 모델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2

맥쿼리가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7년에 인수한
이후, Cadent는 저탄소 모델 전환에 집중
투자

131,000km에 달하는 가스 공급망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한편 에너지
믹스에서 녹색 가스의 비중을 늘려가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을 주도

Cadent는 기존 인프라와 가정 내
난방설비를 활용하여 영국 최초로
가정에서 수소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라이브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탄소
전환을 추구

100% 수소를 이용하는 난방설비를 갖춘
영국 최초의 주택 대량 공급

Cadent는 기존 시설의 업그레이드와
수소 파이프라인 및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주도

맥쿼리가 인수한 이후 공급망 개선에
30억 파운드 투자

1. 공급망 규모 기준. 2.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 청정성장 부서(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ategy, Clean Growth) -
2018년 난방 혁신 보고서(Transforming Heating report 2018).

영국의 난방 공급망 탈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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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Canbriam Energy(Canbriam)는
청정에너지에 주력하는 서부 캐나다의 선도적인
탐사 및 생산 회사임. Canbriam의 시설은
EO100™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Equitable 
Origins에 의해 독립적으로 인증됨

배출가스 감소 등 특정 ESG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인증된 회사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책임감 있게 공급된 가스(RSG)라고
함

맥쿼리의 상품 및 글로벌 마켓 그룹은
Canbriam 그리고 퀘벡의 선도적인 천연가스
유통업체인 Énergir와 협력하여 캐나다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RSG의 물리적
구매, 운송 및 판매를 관리

맥쿼리는 또한 Énergir의 공급 지점에 물류를
연결하고 관련 인증을 진행 및 폐기함. 해당
인증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등록부 상에 RSG 인증서를 발급, 추적 및
폐기하는 업체인 Xpansiv에서 보관

Énergir는 이 계약에 따라 EO100™ 표준을
충족하는

약 130억 입방피트의
RSG를 공급받을 예정

디지털 등록부는 가스 조달 계약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투명성 기준을 끌어올림

ESG 등록부는 가스 산지 기록, 독립적인
제3자 온실가스 인증, 검증 및 보고 내용을
입증하는 감사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생성함

주요 ESG 지표를 인코딩하는
디지털 등록부를 사용하여 최초의
Responsibly Sourced Gas(RSG)
인증 공급계약 체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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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내 대형 운송수단의 탄소배출을
제로로 전환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정 교통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의 보조금 조달
기회

맥쿼리의 상품 및 글로벌 마켓 그룹이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타 당사자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은 XCIENT 클래스8 
수소연료전지 전기트럭(FCET) 30대와
수소충전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보조금을 확보

NorCAL ZERO라고 명명된 해당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내 운송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전화시키기 위한 업계
리더들의 노력을 결하함

맥쿼리는 소유 중인 FCET를 차량
운영업체인 Glovis America에 임대하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 주변에서
운행하도록 함

First Element Fuel은 Air Liquide로부터
수소연료를 공급받아 대규모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할 예정

해당 프로젝트는 중요한 이정표로
맥쿼리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탄소 제로 배출 차량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진행할 계획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미국 내 트럭 운송의 탄소 제로 배출
전환을 지원하는 파이낸싱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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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배출량의 즉각적인 감소를 대단위로
달성하는 조리용 화로 보급 프로젝트는
가장 모범적인 탄소 프로젝트 중 하나임

해당 프로젝트는 합리적인 가격의
청정에너지 제공, 여성과 아동의 건강 개선, 
양성 평등 촉진 및 기피노동 완화와 같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다방면으로
기여

맥쿼리의 상품 및 글로벌 마켓 그룹과 C-
Quest Capital LLC(CQC) 및 협력사는
말라위, 탄자니아, 잠비아 전역에서
전통적인 화덕으로 요리하는 농촌
지역사회에 조리용 화로를 보급함

이를 통해 이미 검증된 배출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활 및 건강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제공

개발도상국의
약 100만 가구에
조리용 화로를 무상 공급하는 이 프로젝트는
진행 기간 동안
4천만 톤 이상의 탄소를 저감시킬
것으로 예상됨

맥쿼리의 구조화 역량과 CQC의 해당
분야 전문성이 결합된 이 프로젝트와
CQC의 다른 유사 프로젝트로 1억 2천만
톤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맥쿼리는 이를 통해 탄소상쇄
마케팅을 진행

이 파트너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역에서 전개되는 광범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정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유한 탄소상쇄 기회를 제공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저탄소 화로 보급 프로젝트 개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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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인프라 투자자인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가 독일
북해의 해상풍력 단지인 Borkum 
Riffgrund II에 대한 보유 지분 50%를
매각할 방안을 찾고 있었음

맥쿼리캐피탈은 걸프 에너지 개발
공기업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 약 5억
4,800만~5억 5,800만 유로 규모의 투자에
대한 독점적인 금융자문사 역할을 수행. 
당사의 과거 실적 및 이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은 고객에게 자산의 핵심 가치
동인에 대한 고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견고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전 세계의 글로벌 사무소와
조정하여 자산을 다양한 고객에게
마케팅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

100억 유로 이상 가치
2017년 이후로 17개 재생에너지 거래 중
하나

40억 유로 이상
거래 가치의 12개월 만에 세 번째로
성공한 제3자 해상풍력 M&A 거래

전 세계 대다수의
잠재적인 입찰자 식별

글로벌 입찰자들은 코로나19가
욕구나 거래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관심을 유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독일 해상 풍력단지 매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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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시장은 현재 낮은 보급률, 
유리한 태양광 자원 및 풍부한 토지, 타
대체 에너지원에 비해 점점 더 경쟁력
있는 태양열 비용을 감안할 때
장단기적으로 강력한 성장기반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은
Tradewind Energy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사업부를 인수해 Savion LLC를
설립하고 미국 내 선도적인 태양광 에너지
저장 개발 플랫폼을 구축함

Savion은 현재 미국 최대의 유틸리티
규모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개발 회사
중 하나로 포트폴리오가 증가하는 추세임

Savion은 현재 11GW 이상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시설 개발을 진행 중

20MW PPA는 최근 Westmoreland 
카운티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해
Dominion Energy Virginia와 계약을
체결함

이 프로젝트는 115MW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지니아주의 세
개 Savion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총
투자액은 미화 1억 5,000만 달러

선도적인 미국 태양광 개발
플랫폼에 투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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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산 관리사인 First Sentier 
Investors는 폐기물 에너지화 벤처기업
두 곳의 지분 50%를 도합 약 10억
파운드에 인수하는 데 합의

두 벤처기업이 결합하면 폐기물 기반
연료를 사용하여 150MW 이상의 저탄소
전기 생산 가능

맥쿼리는 계약 체결과 인수 종료 사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성사 조건의
선도환 거래에 동의

지분은 영국 파운드 스털링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First Sentier Investors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에서 유로화로 출자됨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성사 조건의 선도환 거래

맥쿼리는 거래성사 조건 헤징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First Sentier 
Investors가 매입 계약에 서명한 즉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승인을 확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First 
Sentier Investors는 향후 5년 동안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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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해
에너지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향후
5년간 7GW의 추가 발전 설비가 필요1

맥쿼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공개매수를 통해 세계 최대의 수직 통합형
지열발전 업체인 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의 지분 47.5% 인수

강력한 현지 파트너와 협업

현지 지역사회에 청정에너지

1.4GW
공급

자원부의
2016~2030
에너지 로드맵에 기여

90%
에너지 발전량의 평균 계약 기간 8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1. 필리핀, 추가로 늘어난 7,000MW의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투자자 유치 모색. Reuters, 2017년.

지열 에너지 확보로 필리핀에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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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민간 및 기업 조직, 지방
자치단체 및 기관들은 탄소 영향을
줄이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더 깨끗하고, 
환경적이고, 더 탄력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요 창출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두 에너지
기술 분야의 업계 선두주자인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 Siemens 
Smart Infrastructure, Siemens 
Financial Services가 Calibrant를 설립. 
Calibrant Energy는 고객이 에너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완전 통합된
관리형 솔루션을 설계하여 고객에게 제공

기술 및 재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초기
비용 없이 주문 제작 방식의 비용
효율적이고 고품질인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제공

기업 및 기관이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지속가능성 혜택 제공

고객들은 태양열 발전, 배터리 저장, 
마이크로그리드, 혼합된 열과 전기를
포함하는 업계의 선도적인 기술 이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 분산 발전을 통해 고객의 자산 및
비즈니스 탄력성 향상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 제공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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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Solar Inc는 세계 최대 태양광
기술 및 재생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20개국 이상에서 5.6GWp 이상의
프로젝트를 개발함

맥쿼리캐피탈은 Canadian Solar와
협력하여 일본 내 에너지 사업을 위한
맞춤형 펀드 파이낸싱 솔루션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개발 가속 및 경제 강화

맥쿼리캐피탈은 Japan Green 
Infrastructure Fund LP의 설립 및
구조화와 관련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고정
수익 창출을 모색하는 국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제3자 차입자본의
포괄적 신디케이션을 통한 220억 엔의
자본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자문사 역할을
수행함

언제라도 태양광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자산 인수 플랫폼
펀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에 따라
친환경 채권 펀드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

플랫폼은 대규모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한
자본의 투입을 열망하는 고성장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확장 가능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일본 태양광 발전의 미래에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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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 및 열 에너지
개발업체인 Competitive Power 
Ventures(CPV)는 미국 전역 5.3GW의 청정
발전에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9개
주에서 13개 소유주 그룹의 10.6GW 이상의
자산을 관리함

OPC Energy(OPC)는 이스라엘 최초의
민간 전기회사로 발전소 개발, 건설, 운영 등
발전 및 공급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2018년에 이스라엘 전기 소요량의 약 5%를
생산함

맥쿼리캐피탈은 OPC Energy에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GIP)로부터
CPV를 인수하여 OPC가 미국 전력 및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도록 자문. 
OPC는 또한 3곳의 기관투자자(Clal, 
Migdal, Poalim)와 함께 30%의 공동
이자를 받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이 딜은 맥쿼리캐피탈이 2019년 말에
설립된 Leumi Partners와의 파트너십
하에 체결한 최초의 거래임

OPC와 협력사들은 운용자산, 개발
파이프라인, 자산관리 사업을 포함해
GIP의 CPV 지분 100% 인수. OPC는
CPV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가스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자금을 지원할 계획

CPV의 지분가치

미화 약 6억
3,000만 달러1

1. 마감일 현금, 운용자금 및 부채를 기준으로 마감 후 조정 대상. Three 
Rivers 프로젝트에 CPV의 자본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달러
금액 제외.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으로의 확장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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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quarie.com/impact에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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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9월 30일 기준. 2. 2021년 Mozo Experts Choice Awards 최고의 뱅킹 앱, 인터넷뱅킹 부문 수상. 2021년 Canstar 우수 거래 계좌, 2021년 Canstar 우수 저축 예금. 3. 2020년 Asset Triple A 
Sustainable Capital Markets Regional Award. 4. Dealogic (2021년 9월 30일 거래 건수 기준 – 2010년 이후 ASX 기술 분야 기업공개 호주화 5,000만 달러 이상).

맥쿼리의 기술분야 전문성

No.1
호주 내 기술 부문
IPO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4

호주

최초
오픈 뱅킹 플랫폼

최초의
대출 및 소매 예금을 보유한
호주 은행. 하나의 핵심 은행
시스템으로 운영

수상 경력
디지털 뱅킹
서비스2

최고의 2차 상장
- 교육(New Oriental 
Education & Technology 
Group)3

270+
통신, 미디어, 기술주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1

맥쿼리 및 고객사가 기술 혁명에 대비하도록 지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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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기술분야 전문성 구축 개요

플랫폼 투자 1999년에 시작한 혁신적인 랩
투자 플랫폼

• 호주 코어 뱅킹 플랫폼
• 글로벌 석유 거래 플랫폼 도입 API 기반 기술

• 자동차 구매와
파이낸싱의
생태계

• 영국 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계량기

• Google Pay 지원
• 진보한 디지털 뱅킹 경험

• 음성 검색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에서 일상언어 음성 인식

• Apple Pay 지원

사업가와 함께
투자 Seek ‘99

• RPData ‘04
• Smart Salary ‘04
• oOh!media ‘06
• SeekAsia ‘10
• Nuix

• PEXA
• Temple & 

Webster
• Takeaway.com

Next Payments 

• FinTech 
Collective(Fund 
I)

• RedEye
• Renrui HR

• Informatica 
• Stone & Chalk
• Digital River

• Console
• FoodByUs 

FinTech 
Collective(Fund 
II) 

PropertyIQ

맥쿼리 역량에
투자

• 수상 경력에
빛나는
50 Martin 
Place에서의
근무 환경

• 클라우드 우선
전략

• 강화된 사이버 보안 역량
• 프라이빗 클라우드(아시아)
• 퍼블릭 클라우드(글로벌)

네트워크 변화
프로그램

프라이빗
클라우드(호주)

프라이빗 클라우드
(미주 및 EMEA)

1990년대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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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심의 학습 솔루션으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돕는 McGraw Hill은 약 25만
명의 고등교육 교사, 12개 학군 내
13,000명의 미취학 아동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 기업 및 기관에 선별구성된
콘텐츠와 디지털 학습 도구를 제공

2013년에 Apollo Global 
Management에 인수된 McGraw Hill은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연간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림

맥쿼리캐피탈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팀은 2021년 7월에 McGraw가
Platinum Equity에 미화 45억 달러에
인수될 당시 Apollo 및 McGraw Hill의
수석 재무 자문역으로 활약함

맥쿼리의 팀은 디지털 우선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제시해본 기존 경험을 활용하여 McGraw 
Hill에서 진행 중인 주요 성장 및 혁신
이니셔티브를 강조함으로써 여러
투자자를 유치

이 딜은 디지털 우선 교육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McGraw Hill에 자본
파트너를 연결함

McGraw Hill은 역동적인 시장 상황을
맞이한 업계에서 디지털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으로서 앞서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Platinum Equity는
이 분야 최고의 플랫폼
자산 중 하나인 McGraw Hill 인수를
통해 교육 산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글로벌 교육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선두 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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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chmed는 암 환자와 면역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표적요법 및 면역요법의 발견, 
개발 및 상업화에 주력하는 중국 기반의
글로벌바이오제약회사임

Hutchmed는 홍콩 증권 거래소(HKEX) 1차
상장을 위한 자격 획득과 추가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자를 구하고 있었음

맥쿼리캐피탈은 Hutchmed를 아시아, 
유럽 및 호주 전역의 기관투자자와 연결함

평판이 우수한 호주의 롱온리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확보한 맥쿼리는
북빌드(bookbuild) 과정에서 상당한
수요를 달성함

미화 6억 1,800만
달러
조달을 통해 Hutchmed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

초석 투자를 통해
HKEX에 첫 번째 2차 상장

가장 높은 첫날 주가 기록
현재까지 홍콩 증권 거래소의 모든 2차
상장 회사 중

Hutchmed는 앞서 HKEX에 상장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Hutchison 
Whampoa Ltd에 부여된
상징적인
시세표시기(13HK)를 가져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글로벌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생명공학 치료제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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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ife는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주력하는 중국의 자동차 대리점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2020년 고액 자산가 수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6개 성과
직할시에서 매장을 운영 중

2021년에 맥쿼리캐피탈은 홍콩 증권
거래소(HKEX) 메인 보드에 미화 9,700만
달러에 달하는 BetterLife의 기업공개 당시
단독 후원자, 공동 글로벌 코디네이터, 공동
북러너 및 공동 리드 매니저 역할을 수행

맥쿼리는 단독 후원자로서 HKEX와
긴밀히 협력하여 초기 심사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회사를 상장함

미화 9,700만 달러 조달
자동차 대리점 네트워크 및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

최초의 고급 및 최고급 자동차 대리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자동차
대리점 사상

가장 높은 첫날 주가 기록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증가하는 중국 내 고급차 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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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men은 중국에 기반을 둔 온라인
교육 기술 회사로, 3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에게 일대일 방과후 학습을 제공. 
2020년에는 총 거래액 기준으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일대일 K-12 방과후 학습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나머지 상위 10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 높은 3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2021년에 맥쿼리캐피탈은 Zhangmen의
미화 4,800만 달러 규모 기업공개 당시
공동 북러너로 활약. Zhangmen은 미화
11.50달러의 초과배정옵션에 미국 예탁주
420만 주(보통주 3,750만 주)를 공개

공모는 100% 기본주로 구성되었으며
공모 가격의 시가총액은 미화 18억 달러

미화 4,800만 달러를
조달한 Zhangmen은 제품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고 기술 인프라를
개선하며 신규 회원을 확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K12 방과후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확대



©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성과기회 행동

108

방사선 과목과 방사선 요법은 변화하는
인구통계학적 추세와 기술 혁신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부문 중 하나임. 
Meine Radiologie Holding(MRH)과
blikk는 유럽 최대의 의료 시장인 독일에서
방사선 플랫폼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blikk의 경우 매년 약 10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방조영술, 초음파, CT 스캔 등을
제공 중

맥쿼리캐피탈은 Triton Partners의 MRH 
인수와 관련하여 EQT Group의
금융자문사로 활약했으며, Deutsche 
Beteiligungs AG가 blikk를 EQT 
Infrastructure(EQ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을 제공

M&A 분야에서의 우수한 평판과 인프라
및 의료 투자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맥쿼리는 고객이 이러한 거래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맞춤형 거래 설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하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

EQT는 해당 인수 거래를 통해 blikk와
MRH를 통합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필수적인 의료 하위부문에서 앞서가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됨

EQT는 의료 분야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혁신 및 인재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EQT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환자 중심의
진단영상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접 전문분야로 역량을 확장하고 디지털
혁신 목표를 추진할 계획

EQT는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기업 목표에 전념하고 있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독일 내 선도적인 의료 플랫폼
구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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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 융자 고객에게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을 제공

• 인간 중심 디자인을 채택하여 주택 융자
과정에서 탁월한 고객 경험 창출

• 고객 및 브로커에게 업계 최고의 처리
소요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팀과
프로세스에 투자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을
위한 앞선 디지털 뱅킹 경험을 개발

• 실시간 주택 융자 시작 플랫폼 출시로
뛰어난 속도와 효율성 제공

• 전략적으로 리스크가 더 낮은 대출에
중점을 두고 맥쿼리 브랜드 주택 융자에
집중하도록 제품 및 서비스 간소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주택 융자 상품 호주의
주택 구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경쟁적인 호주 주택 융자
시장 내 점유율 증가

앞서가는 주택 융자 처리 시간 완전히 문서화된
대출의 공식 승인에 평균 1일 소요

수상 경력 호주 최초의 기능들로 우수한 디지털
뱅킹 경험 제공

MFAA 2021년 올해의 국내 주요 대출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주택 융자 포트폴리오 호주화 764억 달러, 
2021년 3월 14% 증가*

25%의 결산 성장1

70% 미만 LVR 대출의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

90% 이상 주택 융자가 중개인을 통해 발생

점유율 23.8% <=70% LVR의 중개인 시장
점유율 전년 대비 5% 상승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1. FY20 대비 FY21. 2. 
QMD 완료된 주택 융자 비교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호주 주택 융자 고객을 위해 업계를
선도하는 경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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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일상 생활에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용량 디지털
인프라의 필요성이 특히 지방 지역사회의
핵심 우선순위가 됨. 현재까지
유럽연합에서 광섬유 배치의 대부분은
도시 중심지에 집중됨. 폴란드의 지방
지역의 경우 현재 불과 20% 건물에만
광섬유 회선이 연결됨1

맥쿼리자산운용그룹(MAM)은
2018년부터 폴란드 서부의 대표적인 통신
인프라 소유자이자 사업자인 INEA를
지원하여 미래 네트워크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도시와 지방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MAM의 관리 기간 동안 INEA는 폴란드
정부가 지방 도시 통신망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의 절반 이상을 수주함

통신망 확충 계획은 약 2,000개의 학교를
INEA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디지털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목적

INEA의 전략은 또한 폴란드 고객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인터넷 가격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제3자 접근성
증대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 INEA는
도매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곳에서도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1 Panorama: 2019년 9월 시장, 2020년 Fibre to the Home Council Europe.

폴란드의 지방 도시 연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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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 Inc.는 비영리 대학에 전자학습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미국의
에듀테크 회사임

2U Inc.는 하버드대학교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온라인 강의
제공업체인 edX를 인수

맥쿼리의 상품 및 글로벌 마켓 그룹은 사채
투자를 위한 고유한 단기 펀딩 제품인
Settlement Solutions를 사용하여 2U 
Inc.의 첫 장기 대출금 중 미화 4억 7,500만
달러를 직접 조달하여 대출자와 대출 기관
간의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함

7개의 최상위 사모 신용 펀드가 이 거래를
인수했지만, 유동성을 최적화하면서도
적시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으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했음

Settlement Solutions를
통해 2U Inc.는 거래 대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었음

맥쿼리는 재무 및 운영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디케이트 구성원과 개별 거래를 직접
정산함으로써 기존 금융권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 이상의 유연성을 제공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특수한 사모 신용 펀드 필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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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outz S.A.는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비교 및 시장
플랫폼으로서 그리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디지털 브랜드 중 하나임. 월 850만 명
이상의 순방문자를 유치하고 4,500개
이상의 가맹점과 1,000만 개의 상품으로
구매자를 연결. Google, Facebook, 
YouTube에 이어 그리스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로, 의욕적인 성장
계획과 해외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

맥쿼리캐피탈은 Skroutz의 매각측 금융
자문가로 활약. 이 사업의 전략적 소수
지분을 CVC Capital Partners에 매각. 
전략적 소액 투자자로서 CVC는 설립자의
비전과 Skroutz의 다음 성장 단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 가치를 더해주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

이 딜은 그리스에서 CVC의 투자 실적을
더욱 높이고 맥쿼리캐피탈의 디지털
신용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
당사의 최초 매각 사례 기록임

맥쿼리캐피탈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국, 중부 유럽과 동유럽 및 미국 전역에
걸쳐 금융 준전략적 투자자들과 협력

심층적인 온라인 부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투자 이론의 주요 사항을
강조하고 잠재적인 입찰자와 함께
Skroutz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으로 배치

빠르게 진화하는 업계 특성 및 그리스
매크로 회복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충분한 사전 교육과 정기적인
마케팅 접점을 포함하는 맞춤형 프로세스
설계 개발

Skroutz 그리고 주주들에게 성공적인
결과 제공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Skroutz의 다음 단계 도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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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설립된 Harry's는 면도, 퍼스널
케어, 애완동물 카테고리의 4개 브랜드로
구성되어 수직 통합된 대형 일용
소비재(CPG) 플랫폼임. Harry’s는
Harry’s.com에 200만 명 이상의 구독
회원을 보유한 남녀 면도용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Target, Walmart, Costco, 
Amazon 및 다른 전략적 소매업체들과
소매 제휴를 맺고 있음

맥쿼리캐피탈은 Bain Capital과 함께
Harry’s의 미화 1억 5,5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E 펀딩 라운드를 주도

맥쿼리캐피탈의 투자는 Harry’s가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하고 자체적인
옴니채널 유통망을 갖춘 파괴적인 CPG 
브랜드라는 확신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제품 확대와 지리적 확장의 성공을 통해
입증됨

맥쿼리는 미화 1억 5,500만 달러를 보증, 
체계화 및 확정하였으며, 현재 Harry’s의
가치는 미화 17억 달러1

신규 자본은 현재 Harry’s, 여성용
면도기와 바디케어 브랜드 Flamingo, 
애완동물 브랜드 Cat Person, 헤어케어
브랜드 Headquarters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브랜드를
추가하게 함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Harry’s는 지속적인 시장 및 지리적
확장에 적합한 입지에 있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1. 2021년 4월 기준

Harry’s와 함께 선도적인
소비자 직접광고(D2C) 
브랜드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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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x Telecom은 맨섬의 선도적인 통신
제공업체임. 맥쿼리캐피탈은 2019년에
Basalt Infrastructure Partners가 Manx 
Telecom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도록
자문한 데 이어, Manx Telecom의
브릿지론 시설 재융자 과정에서도 참여를
요청받음

맥쿼리 캐피털은 Manx Telecom의
재융자 전담 자문회사로 활약하며
브릿지론 시설 재융자 및 향후 설비투자
지원 등에 1억 5,000만 파운드 규모의
신규 자본을 조달

은행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지원받은 높은
유동성

코로나19라는 변동적인 기간 동안
일시중지 및 재정비 권고로 계약 조건 및
유동성이 크게 개선됨

대출 기관, 법률 자문가 및 헤징 자문가의
효과적인 협력으로 효율적인 실행 가능

Manx Telecom은 맨섬에서 약
37,000세대 가정과 약 4,000개의 업체에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중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미래의 맨섬(Isle of Man) 통신
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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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s Education Services, LLC는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시스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국의 숙련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음. 2018년, Orbis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와 자본과 문화적 양립성을 갖춘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었음

맥쿼리캐피탈은 교육, 의료, 비즈니스 및
교양 분야의 선도적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Grand Canyon Education, Inc.(GCE)에
Orbis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Orbis의
독점적인 매각 자문사 역할 수행. 매수와
IPO 전 리캡을 포함한 맥쿼리캐피탈의
독특한 듀얼 트랙 프로세스로 주주들에게
상당한 선택권과 최대화된 경쟁력을
제공했으며, 예비 투자자들을 Orbis의 성장
궤도와 꾸준한 수익성에 집중시킴으로써
가치를 더욱 끌어올림

Orbis와 GCE 간의 최종 비즈니스 연합
계약

GCE는 Orbis의 유통주식을 모두
현금으로 취득함

Orbis가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의
전국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에 대한 접근성 향상

Orbis의 학술 및 의료 파트너십은 여전히
유효함

GCE를 위한 점점 더 다양한 고객 기반

Orbis의 운영은 인디애나주 카멜에서
계속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입지가 추가될
예정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미국의 의료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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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장
선도업체인 Cayuse는 연구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부분에 걸쳐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협력연구를
증진. 2020년 8월에 Cayuse는 Primus 
Capital이 사업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했다고 발표함

맥쿼리캐피탈은 Primus Capital에 회사
매각 당시 Cayuse의 독점적인 매각
자문사 역할을 수행함. 팀은 성장
지향적인 SaaS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해
대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불확실한
시장을 개척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수행함. 투자는 Cayuse가 회사
주력제품의 혁신과 기관 연구의 탄력성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점에 이루어짐

프리머스가 제공하는 성장 자본은
Cayuse가 자사의 M&A 플레이북을
기반으로 유기적 및 무기적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함

350곳 이상 고객의
연구 관리 프로세스 현대화를 지원
• 교육기관
•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 정부기관 외 다수

맥쿼리캐피탈은 재정 후원자와 연구,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전략가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는 경쟁력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함. Cayuse는 협력연구 분야에
주력함으로써 연구 관리 기술회사 중 가장
큰 고객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연구 관리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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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는 AI를 활용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여러 승객을 한 번에 운송하는 혁신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로 20개국 이상에서
7천만 건 이상의 승차 공유 실적을 자랑1

2020년 초반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공평한 공공 모빌리티 모델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5차
파이낸싱을 시작

맥쿼리캐피탈은 EXOR가 주도한 시리즈
E 파이낸싱에서 Via를 미화 22억
5,000만 달러 가치로 평가하는 자본금
조달에 기여함

맥쿼리캐피탈은 Via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모빌리티 플랫폼이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확신에 따라 투자를 진행

맥쿼리캐피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장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기술
중심적이면서 경제적인 차세대 운송
인프라의 제공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수행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소규모의 후속
지분 인상 이후 Via의 가치는 현재 미화
28억 달러로 평가됨

자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Via는 차세대
대중교통에 계속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위치 확보

긴급 서비스 및 중계 네트워크 최적화
전문성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지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1. Ridewithvia.com(2021년 5월 기준 수치)

Via와 함께 미래의 운송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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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들은 은행업무 시 매일 이용하는
소셜 및 디지털 서비스와 비슷한 경험을
기대

맥쿼리의 고도로 개인화되고 직관적인
디지털 뱅킹은 Netflix 및 Facebook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함

수상 실적에 빛나는 고객용 디지털 뱅킹
기술 주도 혁신

최초의
선진기능을 호주에 도입

호주 은행 최초
실시간 뱅킹 플랫폼 상에서 리테일 대출
및 예금 시행

호주 최초
오픈 뱅킹 플랫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디지털의 파괴적 혁신 호주 리테일
뱅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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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요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인터넷 전력 공급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배출가스 발생원 중 하나임. 
지속가능성이 데이터 센터 선정의 결정적
요소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시설의 개발은 해당 부문에서의
성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

2018년 맥쿼리자산운용그룹(MAM)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시설
개발업체이자 운영사인 Aligned 
Energy에 투자. MAM의 투자는 회사의
확장과 용량 증대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
투자 솔루션을 통해 ‘탄소 중립’ 데이터
호스팅이라는 목표를 촉진함

Aligned Energy는 맥쿼리가 유지해 온
금융 관계를 통해 회사의 자본 입지를
튼튼히 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다
신속한 투자를 진행하며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지속가능성 대책을
확장할 수 있었음

최초 달성 미국 데이터 센터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 총액 미화 10억 달러

100% 재생에너지원으로 가동되는

고객 IT 부하

독점 냉각 기술 등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는 에너지 효율성과 냉각수
사용량 85% 감소 달성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지속가능한 기술의 확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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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에서는 온라인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호주 주택 구매자들은
아직도 부동산 입찰 시 사전에 발행된
은행 수표를 들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맥쿼리는 구매자들이 보증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호주 최초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구축

경쟁적인 부동산 입찰에서 호주인들의
고객 경험 개선

최초의 디지털 플랫폼: 
DEFT Auction Pay

8,000건
이상의 거래 및 호주화 20억 달러가
지난해에 거래됨

호주의 부동산 입찰을 디지털 시대로
진입시킴

중개인의 백오피스 행정 업무 부담 경감

보증금 온라인 예치 처리 시간

2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10월 31일 기준 정보.

부동산 보증금 납부에 혁신적 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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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reach는 미국 및 영국
전자상거래의 25%를 차지하는 브랜드에
기술을 제공하는 상거래 선두 주자. B2B 및
B2C 상거래 비즈니스 전용 디지털 경험
플랫폼 구축

Expoena는 선도적인 고객 데이터 경험
플랫폼(CDXP). Sixth Street는 미화 500억
달러의 운용 자산 및 투입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회사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마케팅 기술 플랫폼인 Exponea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Bloomreach는
Sixth Street로부터 미화 1억 5,000만
달러의 투자 확보

맥쿼리캐피탈은 성공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독점적인
금융 자문사 역할 수행

Bloomreach의 시장 선도적인
전자상거래 검색 및 컨텐츠 서비스와
Exponea의 업계 최고의 고객 데이터
플랫폼 및 마케팅 자동화 역량을
결합하여 최초의 통합형 제품 및 고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비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한 Exponea의
리더십으로 고객이 강력한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Bloomreach는 업계
최고의 상거래 경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

Bloomreach가 업계 최고의
상거래 경험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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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분야
상품

Macquarie.com/impact에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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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Energy Risk Awards, 2021년 Energy Risk Asia Awards. 2. 2021년 Energy Risk Asia Awards. 3. Platts Q2 - 2021년 6월. 모든 데이터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맥쿼리의 상품 분야 전문성 개요

80+ 상품
농업, 에너지 및 금속을 포함하는 15개
이상의 시장 세그먼트

올해의 기관
파생상품, 오일 및 상품 부문1, 비금속, 
상품 조사분석 부문2

No.4
북미 실물 가스 마케터2

사내 기술 전문가
물류 전문가, 지질학자, 기상학자, 석유
및 광업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정량
금융 및 이론 물리학 PHD 포함

리스크 및 자본
솔루션
실물 및 금융 시장 전반

약 90억
입방피트 천연가스 북미 전역 일일
거래량3

40년간 맥쿼리의 핵심 비즈니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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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tts Q4 – 2020년 3월.

맥쿼리의 상품 분야 전문성 구축 개요

벌크 상품 및 석탄(2008년)
Societe Generale OTC 에너지 상품 포트폴리오
인수(2020년)

북미 전력(2008년)
유럽 전력(2011년)
호주 전력(2011년)

Cargill North America Power 
and Gas 인수(2017년)

구조화 상품 금융(2006년) 상품 투자자 프로덕트(2012년)

유럽 가스
거래(2004년)

글로벌 석유 파생상품(2003년) 실물 석유 플랫폼(2011년)

농업(90년대)

산업용금속(90년대)

귀금속(70년대)

1970년대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Corona 리테일
가스 공급(2006년)

Constellation 가스
트레이딩 인수(2009년)

Cook Inlet 
인수(2005년)

북미 2위의 미국 실물 가스
마케터(2019년)1

중남미
마케팅(2016년)

Cargill Petroleum 
인수(2017년)

상품 분야 플랫폼
개시

인수 및 유기적 성장을 통해 인접 영역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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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자산운용그룹(MAM)은 호주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호주화 670억
달러1 규모에 달하는 농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 호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주 전체
GDP의 3%를 차지하는 산업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2

MAM,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 및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는 최근
에너지, 배출가스 및 효율성
자문위원회(3EAC)를 구성함

주요한 공통 목표는 탄소 배출량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기후 복원력 강화, 호주
농업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

‘FarmPrint’는 호주 농장에서 스스로 환경
발자국을 모니터링, 벤치마킹 및 평가하여
배출 관련 통찰력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EAC가 개발한 배출량 계산
도구

파일럿 프로그램은 농업 기업 Viridis Ag가
자체 탄소배출 프로파일을 파악하여 배출
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

이 도구의 추가 개발을 통해 향후 여러
기후 지역에 걸쳐 농업 자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2021년 호주 농업 현황, 호주 농림수산환경부, 2021년. 
2. 지방, 농촌 및 벽촌 지역이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National Rural Health Alliance, 2021년.

농업의 탄소 집약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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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 Low Carbon Ventures, 
LLC(OLCV)는 저탄소 기술을 발전시켜 석유
생산과 같이 탄소 제거가 어려운 산업들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는 미국 기반의 국제 에너지 기업

OLCV는 인도의 Reliance Industries에
200만 배럴의 탄소중립 석유를 공급하도록
고용됨

맥쿼리는 상쇄분 공급과 상쇄폐기를
묶음으로 준비하고 구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상쇄 효과를 얻으며
국제 항공에 대한 유엔 탄소상쇄 및 감축
계획의 자격 기준을 충족함

전체 원유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원유 출하

고품질 탄소상쇄와 원유를 결합하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규모의 탈탄소화 전략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즉각적인 해결책

이 딜은 OLCV가 보다 차별화된 석유
제품인 탄소중립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

탄소중립 석유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하여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통해 생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석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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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과 AI를 사용하여 ESG 데이터를
디지털, 환경 상품 속성으로 변환시켜
실물 상품을 거래하거나 분리하는 최초의
교환 발생

시드니와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Xpansiv 
CBL Holding Group (XCHG)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맥쿼리는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미화 2,500만 달러 규모의
컨버터블 노트 라운드(Convertible Note 
Round)에 투자함

상품 시장의 발달이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상품 분야에서 맥쿼리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상품의
온실가스 발생량 및 그 외 ESG 관련
특성을 알 수 있는 환경 관련 출처 등을
알려주게 됨

XCHG 플랫폼으로 참가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물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할 수 있음

XCHG는 맥쿼리의 광범위한 탄소상쇄
파이낸싱 및 거래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지속가능한 상품 시장의 미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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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1. Saracen 및 Northern Star를 제외하기 위해 조정됨

맥쿼리캐피탈은 제로 프리미엄 합병과
관련하여 Saracen의 금융자문사 역할
수행. 맥쿼리의 두 회사에 대한 정보력은
비즈니스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호주화 15억~20억
달러의 순현재가치(NPV)로 평가되는
다양한 잠재적 시너지 효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

Kalgoorlie Super Pit Gold 광산은 호주
최대 금광 중 하나로 연간 80만 온스의
금(호주의 총 금 생산량의 8%)을 생산. 
2019년 후반 및 2020년 초에 Northern 
Star Resources와 Saracen Mineral 
Holdings가 각각 50%를 인수해 새로운
합작투자 파트너십으로 운영 시작

합병 발표 후 이틀간 Saracen과
Northern Star 모두 S&P/ASX200 금
지수를 약 14% 상회하면서 주주와
분석가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음. 
98%의 주주로부터 승인을 받음

호주화 160억 달러
2010년 이후 최대의 ASX 금 거래
호주화 15억~20억 달러
예상되는 시너지 NPV(세전)1

30%+ 
향후 3년간 금 생산 증가분
Top 10 
이 거래로 새로운 10대 글로벌 금 회사가
탄생

금광 분야에서 호주화 16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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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 증가, 도시화 확대, 신흥시장의
부 축적에 의해 식량 수요 증가

맥쿼리 운용 펀드가 소유한 9만 헥타르의
농지에 정밀 농법 기술 도입 20년

농업 분야 경험

32%
2017년 주요 겨울 작물 수확량의 호주
전국 평균 대비 상회율

300+ 인력
지역사회에서 채용

9만 헥타르
2cm 오차의 정확도로 관리

6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초 기술을
활용한 화학 물질 감소량

드론 및 위성 기술로 작물 모니터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정밀 농법으로 1차 생산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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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적인 농산물 무역상에서 실물 상품
배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선물거래
청산 파트너를 찾고 있었음

실물 상품은 고위험 관할지역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제 대상 시장을 변동성
상품과 결합하면 거래가 복잡해짐

내부 신용 및 컴플라이언스 팀과 협업하여
맥쿼리는 효과적인 다중 상품 마진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강력한 리스크
관리를 보장함

당사의 실행, 청산 및 물리적 인도에 대한
확고한 경험과 상품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함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새로운 상품
고객들의 헤징 요구를 지원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실물 상품 공급에 유동성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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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기준. 1. 맥쿼리 그룹이 지분 또는 부채 투자에 참여한(직접, 운영 플랫폼 또는 관리 펀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총 용량
2021년 9월 30일 기준 2. 운영 플랫폼 직원 포함. 3. Inframation(Q3 CY21, 거래 건수 및 가액 기준). 4. 2020년 IJ Investor Awards. 5. 2020년 PFI Awards. 6. Environmental Finance Sustainable 
Investment Awards.

맥쿼리의 재생에너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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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화 630억
달러
2010년 이후 녹색
에너지에 투자 또는 배치

50GW+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또는 건설 중1

500+명
녹색에너지 및 투자
전문가2

No.1 
글로벌 재생에너지
파이낸셜 자문회사3

선도적 글로벌
재생에너지 개발사

최고의 재생에너지
인수 - 해상 풍력 East 
Anglia One4

올해의 Oz 그린 딜
- 무라와라5

2020년 올해의 ESG 데이터 이니셔티브
GIG 및 BNEF의 탄소 점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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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재생에너지 전문성 구축 개요

그린인베스트먼트
뱅크 인수(2017년)

지열(2017년)

해상 풍력(2010년 이후)

태양광 PV(2008년 이후)

바이오매스(2005년 이후)
매립지 가스/바이오가스(2005년
이후)
수력(2005년 이후)

육상 풍력(2005년 이후)

재생에너지(2005년 이후)

에너지 인프라(2004년 이후)

계량기(2003년 이후)

전력(1997년 이후)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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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소와 확실한 탈탄소화의 혜택을
갖춘 태양광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 유럽
전역에서 혼합 전력 발전의 60% 이상을
제공할 잠재력을 보유. 기업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전력 구매 계약(PPA) 및
현장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점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은 유럽
태양광 포트폴리오를 통합하고 유럽
전역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태양광 개발
기업인 Cero Generation을 설립. Cero는
전체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유틸리티급 태양광, 현장 발전 및 통합형
스토리지 프로젝트를 개발할 예정

Cero는 150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8+GW의 파이프라인과 27MW의 운영
루프탑 포트폴리오를 갖춘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 개발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유

Tesco의 영국 매장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현장 태양광 발전 개발 및 구축을
위한 다년간의 파트너십은 Tesco가
2030년 목표인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됨

Anglian Water와 함께 PPA를 통해
영국에서 가장 큰 현장 태양광 발전 배치
및 전력 공급, 2030년 탄소 중립성 목표
달성 지원

Cero의 최초 이탈리아 프로젝트인 6MW 
Bolotana A PV 발전소, 현재 가동 중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태양광으로 유럽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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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호주 빅토리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 중

GIG는 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프로젝트 개발을
가능하게 함

2020년 8월, GIG와 RES(Renewable 
Energy Systems, 세계 최대의 독립
재생에너지 기업)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무라와라 풍력 단지의 2단계 개발 완료와
글로벌 민간 시장 투자 매니저인 Partners 
Group(고객 대행 역할 수행)에 대한 지분
매각을 발표함. GIG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지분 및 부채를 관리

209MW
설치 용량 38개 터빈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린 대출이 호주의
풍력단지 건설 자금으로 사용됨

청정에너지 생산량 기대치

15만
빅토리아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 수준

건설 단계는 무라와라 풍력 단지의 1단계
완공 후, 빅토리아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호주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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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탄
수입국임. 화석 연료 에너지는 한국 전력
발전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1

2017년 한국은 2030년까지 20%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RE3020”)을 발표함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한국 첫 플로팅 LiDAR 시스템을 설치함. 
이는 한국 산업의 발전소인 울산 앞바다에
위치했으며, GIG의 첫 한국 부유식
풍력발전소 개발의 중요한 첫걸음임. 
LiDAR는 환경, 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젝트 설계 및 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풍력 자원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

최초의 상업용 한국 내 설치된 플로팅
LiDAR

GIG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Total
과 제휴하여 2.3GW의 플로팅 해상 풍력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공동 개발 중

포트폴리오는 총 용량이 1.5GW인 울산
3개 사업과 800MW인 전남 2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됨

500MW
1단계 2023년까지 울산 프로젝트 완공
목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1. 미국 에너지정보청

한국 최초의 상업용 플로팅
LiDA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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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MW의 디젤 발전 엔진을 탑재한 영국의
유연 발전 플랫폼인 Green Frog Power는
피크 수요, 네트워크 스트레스 및 정전 기간
동안 영국 전력망을 지원함

Green Frog Power의 지분 파트너가 사업
청산을 모색하였고 창업자들이 이를
인수하여 재생에너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음

맥쿼리는 기존 계약 및 자산을 담보로
3,800만 파운드의 혁신적인 선순위 채무
거래를 준비함

거래는 기존 채무 거래의 인수를 지원하고
재융자하기 위한 발전소 자산의 가치에
의해 뒷받침됨. 맥쿼리는 자산 및
리마케팅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영국의 전력 용량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채무 거래를 구성할
수 있었음

거래는 배터리 저장 및 재생에너지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Green Frog 
Power의 장기적인 포부를 지원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보.

영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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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해상 풍력 시장
중 하나임. 재생에너지 발전을 2017년
5%에서 2025년 20%로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이 목표에는 5.7GW의 해상 풍력
및 2035년까지 10GW의 추가 풍력 포함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은
대만 해상 풍력 산업의 초기 참가자이며, 
최대 2.5GW 복합 용량의 3개 프로젝트인
Formosa 해상 풍력 포트폴리오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Formosa 1은 대만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상업용 풍력발전
단지이며, Formosa 2는 현재 건설 중이고, 
Formosa 3은 다음 단계의 그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음

최대

2.5GW
현재 개발 중인 해상 풍력 자산

발전 용량 128MW의 Formosa 1은 대만
최초이자 유일하게 운영 중인 상업용
풍력발전 단지

계약의 78% Formosa 1 및 Formosa 
2에서 체결된 계약 중 현지 대만 업체 또는
지사 업체와 체결된 비중

Formosa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면 대만 주택
200만 채 이상에 공급 가능한 저탄소 전기를
생산하게 됨

업계가 인정하는 Formosa 1
• 2019년 APAC 자산의 재생에너지 올해의

딜
• 2018년 PFI 재생에너지 올해의 딜
• 2018년 IJGlobal 아시아 태평양 해상 풍력

올해의 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만의 해상 풍력 산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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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isade Investment partners는
Palisade와 First State Super가
운용하는 자금으로 Tilt Renewables의
270MW Snowtown 2 풍력발전소
인수를 통해 호주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성장과 다각화를 모색함

맥쿼리캐피탈은 Palisade의 금융자문사
겸 채권 주간사를 맡아 치열한 인수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프로젝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수 계약 체결 후 2019년
12월 재무적으로 완결됨

최대 규모의 매각 거래
호주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소 중 금액
기준

연간 1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270MW의 에너지 생산 가능

기업가치
호주화 약 10억 7,300만
달러
Tilt의 수익 호주화 4억 7,200만 달러

호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맥쿼리의
광범위한 성공 실적을 기반으로 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보.

호주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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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국 해저의 소유주인 The Crown 
Estate는 최신 해상 풍력 해저 임대 라운드를
시작함. 4 라운드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주변
해역에 최소 7GW의 새로운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영국의 해상 풍력
부문을 더욱 강화

파트너사인 Total과 함께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은
동앙글리아 연안의 해저 지역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 현장에서 최대
1.5GW의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가능

2021년 초, GIG는 컨소시엄 파트너인
Total과 함께 최대 1.5 GW의 해상 풍력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 입찰에 성공

서식지 규제 평가(Habitats Regulations 
Assessment, HRA) 프로세스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진행이 완료되면 컨소시엄은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을 위해 해저를 임대하는
10년 옵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

4 라운드 프로세스는 전 세계의 해상
풍력에 있어서 GIG와 Total 사이의
생산적인 업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영국의 차세대 해상 풍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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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6억 명 이상의 인구가
전기 없이 거주하고 있음1.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은 영국 정부와
함께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개발도상
국가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돕기
위해 영국 기후 투자(UKCI)2를 결성함

국제 기후 기금으로부터 다양한
프로젝트에 걸쳐 2억 파운드를 투자하도록
위임받은 UKCI는 인도와 아프리카의
유틸리티 규모의 그린필드 재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친환경 금융 시장 개발을 도움

국제 투자자들을 위한 인도 최초의 비상장
재생에너지 일드코(yieldco)에서 315,000 
가구를 위한 청정 전력 제안

20만 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
패널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비경작지
240에이커 부지에 설치하여 8만 톤의
탄소배출을 방지

5천만 파운드의 초석 투자 아프리카
최초의 상장된 재생에너지
일드코(yieldco)인 Revego Africa 
Energy와 케냐의 저렴한 친환경주택
대상

254MW의 남아프리카 내륙 풍력
UKCI가 설계한 혁신적인 흑인 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 펀딩 방법으로 지원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1. IEA ‘코로나19 위기, 아프리카의 에너지 접근 진보를 되돌리다’ (출처: iea.org). 2.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 및 영국 정부 산하 기업, 에너지와 산업 전략부 사이의 합작 투자. 현재 제3자 투자는 가능하지 않음.

개발도상국에 녹색에너지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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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수. NatWest 
Group은 2018년부터 이미 약 100억
파운드의 금융 지원1을 제공해온 업계를
주도하는 금융사임. 그러나 자본 요건의
증가로 인해 신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제한

추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맥쿼리 인프라
채권투자 솔루션(MIDIS)은 NatWest와
협업하여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자본관리
솔루션을 제공. NatWest의 대출금을
축소할 필요 없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자본 순환 가능

이로 인해 영국은 현지 금융 기관으로부터
ESG 종합 증권화 거래를 최초로 성사

11억 파운드의 포트폴리오는 영국의
460만 가구에 청정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내륙 및 해상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로 구성됨2

MIDIS는 매력적인 리스크/수익
프로필을 가진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노출 확보

올해의 영향력 있는 거래로 인정됨3

은행이 기후 변화에 맞서는 미래의
싸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모델

1. NatWest Group, 2020년. 2.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 분석, 2020년. 
3. 올해의 영향력 있는 거래, 2020년 Capital Relief Trades Awards, Structured Credit Investor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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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연간 소비량으로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력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 발전량 혼합에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정부는 2030년까지 23%의 소비 에너지가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발생되도록 약속했고, 
현지 기업들도 장기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해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은
폴란드에서 137MW의 용량에 상당하는
해상 풍력 단지를 위한 PPA를 구성 및
배치

주요 글로벌 식품회사 Danone과 10년
PPA를 통해 폴란드의 7개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연간 44GWh의
재생에너지를 Jozwin 내륙 풍력 단지에서
생산할 예정

세계 최고의 산업용 가스 회사인 Air 
Products와 함께하는 GIG 소유의 Scieki 
내륙 풍력 단지

국제적인 조명 제조업체인 Signify와
10년 PPA Kisielice 내륙 풍력발전
단지의 재생에너지로 운영 전력을
공급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맺음

기업 PPA 역량을 폴란드로 확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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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는 이용 가능한 새로운 전력원
가운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탈탄소 노력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양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상업과 산업 및 유틸리티 규모의
프로젝트의 개발과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주도적인 태양광 개발 플랫폼 Blueleaf 
Energy1를 인수함. Blueleaf Energy는
심도있는 현지 전문가 및 시장을 주도하는
개발 역량을 배치하여 지역 시장 성장을
충족하고 있음

500MW 이상의 태양광 용량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발, 건설 및 운영

3.4GW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아시아 태평양 전역

활동은 대만, 한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다른
시장에도 집중됨

2021년에 Blueleaf는 Vibrant Energy 
지분을 인수해 세계 3위의 태양광 시장인
인도 태양광 시장에 최초로 진출

Vibrant는 현재 66MW의 운영 태양광 PV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서 400MW가 넘는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1. Blueleaf Energy는 맥쿼리의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독립적인 포트폴리오 회사
2. 이전 회사명인 Conergy Asia & Middle East를 포함하여 Blueleaf Energy에서 제공하는 용량.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태양광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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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quarie Bank Limited ABN 46 008 583 542 AFSL 및 Australian Credit Licence 237502 (MBL)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된 맥쿼리 법인은 1959년 호주은행법(Cth)의 취지상 허가 받은 예금 수취 기관이 아닙니다. 해당 법인의
의무는 예금 또는 MBL의 여타 의무가 아닙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MBL은 해당 법인의 의무와 관련한 보장 또는 여타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모든 정보는 맥쿼리 그룹에 관한 일반적 설명일 뿐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특정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하기 전에, 본인의 특정 목표, 재무적 상황 및 니즈와 관련하여 그 적절성을 고려하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본
자료의 모든 정보는 특정 유가증권 또는 여타 금융, 신용 또는 대출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위한 자문, 광고, 초청, 확정, 제안 또는 권유, 또는 특정 뱅킹 또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언급된 일부 상품
및/또는 서비스는 귀하/귀사/귀 기관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유가증권 및 금융 상품 또는 기구의 거래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본 자료에서 설명된
특정 상품의 과거 성과는 미래 성과의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모든 수치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환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정보입니다.

맥쿼리 그룹 법인의 설립 및 규제 상황에 관한 중요 고지사항 및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acquarie.com/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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