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OUL IR 
News Letter 2016. 08





CONTENTS

04  서울 IR News   

06  Consultant Training

08  New face

10  CEO 칼럼

12  Family Companies

13  Happy Item by Smile Dream Team

14  서울 IR의 나눔기부 활동



서울IR NEWS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

2016 미국 NIRI Annual Conference 참가

IR사업본부 직원들은 지난 3월 15일 대학로에서 연극 ‘옥탑방고양이’

를 관람했다. 경상도 출신의 드라마 작가 지망생과 잘생긴 외모의 건

축가가 옥탑방 계약을 잘못하여 룸메이트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로, 서울IR은 향후에도 직원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과 창의력 향상을 위

한 공연관람과 후기 감상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IR NEWS

국내 1위 IR/PR 전문 컨설팅사인 서울IR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전미IR협회(National Investor Relations 

Institute)에서 주관하는 ‘NIRI Annual Conference’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로 6년 째 참석하는 NIRI 컨퍼런스는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열렸다. 전 세계 약 1,200여명의 IR 관

계자들이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했으며, 서울IR에서는 유주희 차장, 김정주 과장, 김민지 대리가 참가 하였다. 이

번 행사에는 퀄컴(Qualcomm Incorporated), 페덱스(FedEx Corporation),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여러 

업계에서 CEO, CFO 등 IR 업무를 관장하는 전문가들이 초청 됐으며, ‘LATEST, PRACTICAL, ACTIONABLE’

을 키워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17년 NIRI Annual Conference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Orland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반기 공연 관람  「 옥탑방 고양이 」

서울IR은 새로운 디자인과 컨텐츠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기존 블로그와 함께 추가로 Facebook(페이스북) 계정

도 링크되어 서울IR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홈페이지 www.seoulir.co.kr   블로그 blog.naver.com/seoulirpr   

페이스북 www.facebook.com/서울IR-625065544326766/ ]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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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포상 실시 

서울IR 임직원은 1월15일~16일 양평 미리내리조트에서 상반기 워크샵을 가

졌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임준형 과장이 ‘목표 설정’를,  김철오 과장이 “서울

IR SNS 운영방안”을,  서민아 차장이 “2017년 창립 20주년 기념 준비”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워크샵에서 진행된 탁구대회에서는 한현석 대표

와 권미경 과장 팀이 1등을 차지했다. 

2016년 행복한 직장 만들기 TF-Team은 ‘Smile-Dream-Team’ 이란 명칭으로 확정 되었다. 현재 조기퇴근, 재

택근무, 칭찬카드, 경매 등 12개의 행복 아이템이 진행 중이며  ‘나를 소개할게(캐리커쳐)’, ‘주제가 있는 점심릴레

이’, ‘골든벨을 울려라’가 신설되어 진행 중이다. ‘골든벨을 울려라’는 회사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골든벨을 치면 

전 직원이 모여 축하해 주는 아이템이다. 현재 전 직원의 캐리커쳐를 이용한 머그컵 만들기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명예의 전당, 포토제닉 등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IR본부 김용출 차장과 디자인팀 장혜미 차장이 5년 장기 근속자에 선정되어 포상금과 상장을 수여 받았다.  

서울IR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사)청소년과 

가족의 좋은 친구들(교장 김현수)에 일천만원을 전달하는 행사

를 가졌다. 또한 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임직원들의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7월 창립기념일에는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 및 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에는 연탄배달 봉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Smile Dream Team 활동

2016년 상반기 워크샵 개최

상반기 나눔 기부활동  「스타칼리지에 일천만원 기부 등」



임준형 과장 김철오 과장

임준형 과장

Consultant Training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

세미나 및 포럼/교육/해외출장

01.27  제 137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송 길 영(다음소프트 부사장)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 - 2016년 트렌드」
송현길 부장김태훈 이사

김태훈 이사

02.24  제 138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김 언 종(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논어, 시대를 넘어 참 인간을 논하다」
이정록 상무 박정민 과장

04.27  제 139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김 시 중(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차이나스톰(Storm) - 진단과 전망 」
천혜영 대리이정록 상무

05.25  제 140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홍 춘 옥(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 

  「글로벌 금융시장과 환율의 미래」

01.20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해 및 활용 실무연수

천혜영 대리

04.06~07  IR담당자를 위한 경기동향 및 증권분석 실무

02.18  가이던스 제공과 공정공시 해설 실무연수

최원 대리김정주 과장

04.21  IR담당자를 위한 Excel 활용 실무연수

김철오 과장

06.22  제 141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신 관 호(고려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과 하반기 경제전망」
서종희 과장이정록 상무 권미경 과장

권미경 과장

권미경 과장

권미경 과장

권미경 과장

    세미나 및 포럼 / 교육 /

조찬강연회

한국IR협의회 연수



2016.01.28.~ 01.30   차이나하오란(중국 강소성 장인시) - 한현석, 임준형, 최원, 천혜영

2016.03.03.~ 03.05   로스웰(중국 강소성 양주시) - 송현길, 김철오, 천혜영

2016.03.25.~ 03.26 로스웰(중국 강소성 양주시) - 송현길, 최원, 천혜영

2016.04.01.~ 04.02    로스웰(중국 강소성 양주시) - 송현길, 최원, 천혜영

2016.04.07.~ 04.09 로스웰(중국 강소성 양주시) - 한현석, 최원, 천혜영

2016.04.20~ 04.22 금세기차륜(중국 하남성 낙양시) - 송현길, 천혜영, 최원

2016.04.07.~ 04.09 로스웰(중국 강소성 양주시) - 송현길, 김철오, 천혜영 

2016.05.11.~ 05.13 금세기차륜(중국 하남성 낙양시) - 송현길, 최원

2016.05.26.~ 05.28   헝셩그룹(중국 복건성 석사시) - 천혜영, 최원

2016.05.29.~ 06.04   잉글우드랩(USA 뉴저지) - 송현길, julia Yoo, 박정민

임준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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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과장임준형 과장

송현길 부장

천혜영 대리박정민 과장

박정민 과장

한현석 대표이사 한현석 대표이사

한현석 대표이사

Julia Yoo 차장

최원 대리

    세미나 및 포럼 / 교육 /

04.06~10  제15기 주식업무 임직원 특별연수

송원식 이사김태훈 이사

코스닥협회 해외연수

04.27~29  재무제표분석 및 경영정보활용실무

한국생산성본부 연수

04.15~24 제8기 2016 전문엔젤양성과정

한국엔젤투자협회 연수

04.06  제 63차 CFO 조찬 세미나

  강사 : 최원식 대표(맥킨지코리아)

  「저성장시대, 기업의 생존전략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세미나

06.08  제 64차 CFO 조찬 세미나

  강사 : 이 광 석 MCG컨설팅 대표이사

  「자본조달비용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김민지 대리서민아 차장

    해외출장



New Face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

•생년월일: 1985년 9월 24일

•혈액형: A형 

•고향: 경기도 안양

•가족관계: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입니다.

•연애 경험(혹은 결혼 계획)은: 연애 경험은 많지도 적지도 않고 결혼 계획은 아직 없어요.

•성격은 한마디로: 업무에서는 꼼꼼하게 처리하려는 편이며, 평소에는 둥글게 둥글게~

•별명과 그 이유는: “쭌~” 부르기 편해서 그런 거 같네요.

•좌우명은: “길이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이가 있기에 길이 있는 것이다.”

•추천하는 여행지와 그 이유는: 크로아티아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 수영, 농구, 야구, 당구, 볼링, 스키, 등등 잘하진 않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앞으로는 골프도 배우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누워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주량은: 소주1병정도 입니다.

•가장 즐겨먹는 술안주는: 고르곤졸라 피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요리는: Seafood 올리오 파스타, 영국에 있을 때 

   종종 해먹으면서 실력이 일취월장 하여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요리입니다.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Authenticity, 진짜배기가 되고 싶기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음...굳이 대답을 하진 않을게요.ㅎ

•자신의 외모 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은: 글쎄요...그래도 자신감은 갖으려 노력합니다.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은: iPad

•지금 당장 1억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은: 주식 투자 및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 

•10년 뒤 미래 모습은: 집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한 집안의 가장, 회사에서는 IR 전문가

나는 서울IR의‘터보 엔진’ 이다                          

김현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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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85년 9월 24일

•혈액형: A형 

•고향: 경기도 안양

•가족관계: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입니다.

•연애 경험(혹은 결혼 계획)은: 연애 경험은 많지도 적지도 않고 결혼 계획은 아직 없어요.

•성격은 한마디로: 업무에서는 꼼꼼하게 처리하려는 편이며, 평소에는 둥글게 둥글게~

•별명과 그 이유는: “쭌~” 부르기 편해서 그런 거 같네요.

•좌우명은: “길이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이가 있기에 길이 있는 것이다.”

•추천하는 여행지와 그 이유는: 크로아티아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 수영, 농구, 야구, 당구, 볼링, 스키, 등등 잘하진 않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앞으로는 골프도 배우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누워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주량은: 소주1병정도 입니다.

•가장 즐겨먹는 술안주는: 고르곤졸라 피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요리는: Seafood 올리오 파스타, 영국에 있을 때 

   종종 해먹으면서 실력이 일취월장 하여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요리입니다.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Authenticity, 진짜배기가 되고 싶기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음...굳이 대답을 하진 않을게요.ㅎ

•자신의 외모 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은: 글쎄요...그래도 자신감은 갖으려 노력합니다.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은: iPad

•지금 당장 1억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은: 주식 투자 및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 

•10년 뒤 미래 모습은: 집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한 집안의 가장, 회사에서는 IR 전문가

•생년월일: 1989년 5월 9일 

•혈액형: O형 

•고향: 서울 

•가족관계: 3남1녀 중 막내

•연애 경험(혹은 결혼 계획)은: 1년 반 정도 연애 진행 중

•성격은 한마디로: 단순. 뒤끝이 없는 편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별명과 그 이유는: 네이버, 핫이슈를 줄줄 꿰고 있어서

•좌우명은: 자유를 만끽하되 중심은 잃지 말기

•추천하는 여행지와 그 이유는: 청산도! 사람 많은 북적거리는 여행지도 좋지만, 

   청산도는 자연을 느끼고 생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힐링 여행지라서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스포츠는: 스포츠는 잘 모르는데 남자친구가 야구 한화 팬이어서 

   가끔 보며 인내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셀프 꽃 선물

•주량은: 소주1병

•가장 즐겨먹는 술안주는: 곱창,막창,대창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요리는: 떡볶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positive 

•콤플렉스가 있다면: 왕손

•자신의 외모 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운전면허를 따서 차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1억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은: 차 사거나 해외여행가기 

•10년 뒤 미래 모습은: 아이 셋의 엄마?

나는 서울IR의‘막둥이’ 다                          

박주원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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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의 효과

IR을 열심히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IR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홍보의 

경우는 특정기간에 발표된 신문기사의 수, 홍보활동에 투입된 예산 등으로 제한적인 효과 측정을 할 수 있지만 IR활동의 효

과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IR활동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주가는 기업실적 뿐만 

아니라 수급, 투자심리, 시장동향, 해외증시, 산업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IR활동의 효

과는 무형의 사실이기 때문에 측정요인이나 대상을 계량화, 통계화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주가는 단순히 IR활

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강점이나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 총체적인 기업활동의 누적적 

결과에 대해 투자가들이 갖는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IR활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설은 없지만 적어도 투자가

들과의 신뢰형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완전한 정

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기업은 대외적인 기업공시 체제나 그것에 기초를 둔 전략적 IR체제를 

보다 충실히 구축함으로써 투자가들과 확고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기업들의 IR에 대한 인식

자본시장의 선두주자 미국은 그야말로 IR의 모범 그 자체다.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

며 경영의 신뢰성과 효율적인 사업전략 등 보이지 않는 무형요소가 실적간은 유형요소보다 더 중요한 투자판단의 잣대다. 

또한 IR을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Valuation시 Premium(할증)과 Discount(할인)를 반영하여 IR을 못하는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심하게는 퇴출까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IR을 홍보나 마케팅처럼 투

자로 인식하고 IR활동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 적극적인 IR활동으로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고 기업의 이

미지도 제고되어 경영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1,800여개 상장사 중 IR을 제대로 하는 기업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

가의 탐방을 받지 않는 기업도 부지기수이고 공시 등 의무적인 활동도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기업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투자가들은 기업의 실상을 알 수 없으며 그 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소외

되고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상장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투자하지 않고 좋은 성과

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한현석 대표이사

IR비용을 투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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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지 말고 화장을... 성장스토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많은 상장사들이 실적은 오르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이런 기업들 대부분은 IR 예산을 투자로 인식하지 않

고 비용으로 인식한다. 투자가를 찾아 가지 않고 기다린다.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미인 경연장’이다. 남들이 미인이라고 인

정해줘야 미인인 것이지 내가 미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미인이 아니다. 미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적절한 화장(포장)은 필

수이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화장을 하지 않으면 미인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성형을 해서는 안된다. 성형은 과장

하는 것이고 분식하는 것이다. 과장하지 않고 화장을 잘하는 것이 IR의 기본이다. 실적이 좋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기업의 비전을 적절하게 포장하여 알려야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홍보비용의 20% 이상을 IR 예산으로 쓰자

자세한 통계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IR 비용은 전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의 5% 미만인 것으로 판

단된다. 국내 자본시장은 점점 선진화되고 있고 주주 행동주의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회사의 정보는 투명화되고 있고 주

주들의 정보 욕구도 강화되고 있다. 적극적인 IR활동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상장사로서 책임이자 의무이

기도 하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외면받아 소외된 주식으로 전락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

장에서의 자금조달 기능도 상실하게 되어 장기 성장 기반을 잃게 된다. 회사의 호감도나 평판도 떨어져 전체적인 기업이

미지가 낮아지게 된다.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의 10% 이상을 IR 예산으로 활용하자. 제대로된 전략으로 시장과 양방향 소통

을 잘한다면 투자한 비용의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천만원의 IR 비용으로 시가총액이 20억이 증가되면 100

배의 효과이고 200억이 증가된다면 1,000배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IR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투자

로 인식하자. 이런 인식의 전환은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길목에서 상장사 CEO와 IR 담당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기

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FAMIL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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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의 전문화와 시너지를 추구합니다.

서울IR네트워크

 IPO IR & PR 컨설팅 / 연간 IR & PR 컨설팅

Financial Advisory

서울IR디자인

Design 컨설팅

서울IR컨설팅

Global 컨설팅

서울IR파트너스

엔젤투자/Crowd funding 컨설팅
투자유치 컨설팅

Financial Advisory

서울IR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M&A 컨설팅

Pre-IPO 컨설팅

Financial Advisory



- 기존의 행복아이템 -

조기퇴근제, 스윗모닝,재택근무, 캐쥬얼데이, 안식년휴가

칭찬카드, 장기근속포상, 마니또이벤트, 경매 이벤트 등

골든벨을 울려라

포토제닉

냉장고를 부탁해

생일자 선물

캐리커쳐

개인정원 캐리커쳐 머그컵

점심 릴레이

Break Time

Happy Item by Smile Dream Team



서울 IR의 나눔기부 활동

서울IR, 사단법인 '청소년과 가족의 좋은 친구들'에 기부금 전달

서울IR네트워크는 지난 6월 29일 사단법인 '청소년과 가족의 좋은 친구들'에 천만원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습

니다. 7월 29일 창립기념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 및 봉사를 계획하고 있고, 12월에는 연탄배달 봉사

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울IR이 후원하는

 “스타칼리지”에서 직접 만든 무방부제 쿠키



서울IR이 후원하는

 “스타칼리지”에서 직접 만든 무방부제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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