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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IR News

국내 1위 IR/PR 전문 컨설팅사인 서울IR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미IR협회(National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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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NIRI는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천루의 도시‘로 불리는 시카고(Chicago)에서 열렸다. 전 

세계 약 1,400여명의 IR 관계자들이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했으며, 서울IR에서는 송현길 부장, 서민아 차장 

송주형 과장이 참가해 글로벌 IR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식견을 접했다. 

특히, 이번 NIRI의 연사로는 도미니크 바튼(Dominic Barton) 맥킨지 글로벌 회장을 비롯해 그레그 브라운

(Greg Brown) 모토로라 CEO 등 세계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초청됐으며, ‘INFLUENCE, STRATEGIZE, 

ADVANCE’를 키워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16년 NIRI Annual Conference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San Diego)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그룹

2015 미국 NIRI Annual Conference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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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족되었던 행복한 직장 만들기 Team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9가지 아이템을 채택, 실행

에 들어갔다. 월 1회 조기 퇴근제는 직원 만족도 100%로 1등 행복 아이템이 되었으며, 6월엔 업그레이

드된 마니또 행사를 실행했다. 신설된 아이템은 ‘소망트리’, ‘경매ㆍ바자회’ 등이며 연내에 봉사활동과 

칭찬 포인트 제도 등의 아이템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IR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 대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운옥 한국인성교육정책연구소 대표가 “디자인=경쟁력” 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 하였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서울IR 전 임직원은 지난 1월 23~24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파크에서 올해 첫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워크샵에서

는 최원 대리가 ‘대륙의 술’을, 천혜영 대리가 ‘고도, 베이징’이

란 흥미있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한편, 손동일 차장이 

베스트 스키어상을, 권미경 대리가 펀 스키어상을 수상했다.    

2015년 Workshop 개최

행복한 직장 만들기 Team, 행복 아이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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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하오란(대표이사 장하오롱)은 지난 4월 30일 여의도 금융투자교

육원에서 기업설명회(IR)를 동반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중국기업 

최초로 열린 주주총회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차이나하오란 

장하오롱 대표를 비롯한 CFO Simon Shi 등 회사 주요임원이 참석해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기업설명회(IR),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적극적

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차이나하오란은 폐지를 재활용한 코팅백판지 및 포커지, 목재펄프를 이용한 

백색카드지 등 제지를 생산하는 제지생산 전문기업이다. 그 동안 차이나 디스카운트 등으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적정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투명하게 알리는 IR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정기주주총회

도 이러한 경영이념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다. 

장하오롱 대표는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만큼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소통하는 주

주총회 문화 정착을 위해 차이나하오란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이번 열린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이어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내 소비재 및 제지 수요량 증가 등 시장의 긍정적 요소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

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돼  지난해보다 올해 전망이 더 밝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목재 생산, 펄프 및 제지 제작까지 전 과정을 자체 해결해 원가경쟁력 및 생산효율을 높이는 

임지일체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연 10만 톤 규모의 화학기계펄프 생산이 가능한 생산라인이 

올 하반기 완공 예정에 있는데, 생산라인이 증설되면 외부에서 구매해오는 목재 펄프에 대한 구매 자금 중 약 88

억 원을 줄여 순이익이 증대될 예정이다. 또한 환율 변동 등 외부 시장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

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차이나하오란의 지난해 매출액은 한화기준 3,484억 6천만 원, 영업이익 304억 8천

만 원, 당기순이익 168억 9천만을 기록했다. 

서울IR은 한국IR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Small-Cap IR Day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엔 차이나하오란이, 

6월 24일엔 (주)신양이 참가해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룸에서 IR을 진행 하였다.

차이나하오란, IR을 겸한 열린 주주총회 개최 

서울IRㆍ한국IR협의회 공동 주관, Small-Cap IR Day 개최

고객사 IR News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그룹



2015.01.01~05  중국 강소성 (차이나하오란), 복건성 (헝셩) - 한현석, 최원, 천혜영

2015.04.08~10  중국 상해 ‘코스닥협회 해외 연수’ 이정록, 김태훈

2015.06.13~20 미국 시카고(NIRI) - 송현길, 서민아, 송주형

2015.06.16~26 중국 강소성 양주시 (로스웰) - 최원, 천혜영

2015.06.24~26  중국 강소성 양주시 (로스웰) - 한현석, 김철오

2015.06.26~27  중국 베이징 (콘텐츠미디어) - Julia Yoo, 박정민

이정록 상무 김태훈 부장 송현길 부장 서민아 차장한현석 대표이사

Julia Yoo 차장 김철오 과장 박정민 과장 최원 대리 천혜영 대리

세미나 및 포럼/교육/해외출장

이정록 상무 김태훈 부장

한현석 대표이사 이정록 상무

송현길 부장

Julia Yoo 차장

송주형 과장 임준형 과장 권미경 대리

서민아 차장

김정주 대리

01.21  제 129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정 용 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주제 : 기업 평판 리스크 관리와 IR]

02.25 제 130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황 이 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제 : 회계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시장소통]

04.22 제 131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조 명 현(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제 : 혁신과 성장-실패한 초일류 기업에서 얻은 통찰]

05.27 제 132차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회 

 강사 : 송 길 영(다음소프트 부사장)

 [주제 :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

김태훈 부장 서민아 차장 박정민 과장 천혜영 대리 최원 대리

김정주 대리 권미경 대리 천혜영 대리 최원 대리

손동일 차장 김정주 대리 천혜영 대리

01.29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해 및 활용 실무연수

 강사 : 김종일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05.07  IR담당자를 위한 실무연수

 권미경, 김정주, 최원

01.06 주주총회 운영대책 특별연수 (한국상장사협의회)

 천혜영, 최원

01.27~28  코스닥상장법인 주주총회 전문연수 (코스닥협회)

 천혜영, 최원

04.21~24  벤처캐피탈 바이오 어드밴스트 과정 (한국벤처캐피탈)

 김태훈

05.28 전사적 위기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입문과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민아, 박정민

송현길 부장 Julia Yoo 차장 이재환 과장

01.13  2015년 블룸버그 아시아  전망 심포지엄

01.14  제 54차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

 강사 :　장 하 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제 :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와 기업의 역할]

03.11 제 55차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

 이 희 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주제 : 21세기 중동과 이슬람 문명의 이해]

I 세미나 및 포럼I I 교 육I

I 해외출장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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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t Training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그룹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그룹

2015 NIRI 참관기

2015 시카고 NIRI 참관기             

2015년 6월 시카고 NIRI Conference의 큰 화두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이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 경영과 투자”라는 주제도 많은 IR 담당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과거에 건축의 도시인 시카고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무

하다. 그 이유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불타 없어진 잔해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굳건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이 튼튼한 회사의 주가는 태풍이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펀더

멘탈이 튼튼한 회사에는 오랜 기간 회사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사이클이 짧아지면서 단기성과주의가 팽배해졌고, 그 결과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흔들린

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번에 열린 NIRI 2015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주요 의제 중의 하나는 장기투자문화 활성화이며, 그를 위한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은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비중이 47.1%로 국내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비중의 3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투

자의사결정과 최고경영진에게 미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이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면 좋겠지만, 단기성과주의에 치중하게 되면서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투자 구조가 형성되어 가

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기성과주의의 폐해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미국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투자 형

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관은 FCLT(Focusing Capital on the Long Term)로 

McKinsey & Company의 Dominic Barton(Managing Director)과 캐나다연기금(CPPIB)의 Mark Wiseman(President and 

CEO)이 공동 설립하였다. 특히 이번 NIRI 행사에서 FCLT의 회장이 직접 연사로 참석하여 단기성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IR 담당자들에게도 장기투자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였다.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기간은 매우 짧아지고 있다. 1975년에는 Mutual Fund에서 평균적으로 6년 간 주식을 보유하

였으나, 최근에는 이 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 매우 많이 짧아졌다.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내야 하는 펀드매니저는 투자대상 기업

의 최고경영진에게 단기 재무성과를 내도록 요구하게 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전 세계 기업의 최고경영자들 중 84%는 취임 후 

2년 이내에 재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짧은 기간 내에 재무성과를 내기 위해서 회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400명의 CFO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78%

는 분기별 수익성의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도록 재무조정을 위해 주요 투자를 미루거나, 비용지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CFO의 55%는 애널리스트의 이익추정치에 회사이익을 맞추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장기 투자대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 비상장사들의 연간 자산증가율이 평균 9.4%인 반면, 상장사들의 경우 평균 2.2% 증가하는데 증가하는데 그쳤다. 

송현길 부장

「Focusing Capital on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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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회사의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가는가? WSJ의 조사 결과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지난 10년간(2003~2013) 자본적 지출은 

33%에서 29%로 소폭 감소한 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돈은 18%에서 36%로 두 배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과연 

단기성과주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 줬는가? 대답은 ‘No’이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기업 중 애널리스트의 

이익추정치를 맞추기 위해 투자나 비용을 미뤘던 기업들의 주가는 18개월까지는 소폭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널리스트의 이익추정치를 감안하지 않고 신규투자나 비용을 집행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18개월까

지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주가가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Win-Win하기 위해서 기업은 장기투자자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장기투자자의 바람직한 투자기간은 얼마나 될까? 현재 중국에 진출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사업이 손익

분기점에 도달 할 때까지 7년에서 11년 걸렸다고 한다. 최근 중국 내에서의 커피 판매량은 연간 15% 상승하여 세계 평균상승률

인 2%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세계 최대 커피체인인 스타벅스도 중국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까지 7년이 소

요되었으며, P&G(8년), 코카콜라(10년), 로레알(8년), 월마트(11년)와 같은 기업들도 상당기간 소요되었다. 또한 맥킨지가 

지난 20년(1990~2010)간 회사의 신규투자가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초기 1년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

하지만, 1년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이익을 내더니 4년 이후부터는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장기투자는 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다 준다. FCLT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널리 전파시키고, 

장기투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세계적인 투자기관과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FCLT협의회에 가

입하여 장기투자문화가 형성되는데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단기성과 요구에 따른 폐해가 크게 나타나

고 있지 않으나, 일부 자산운용사의 2014년 매매회전율이 500% 이상에 달하는 등 단기투자 성향이 높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

되는 상황이다. 단기투자자의 경우 특히 실적 가이던스에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경우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과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점점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기업

들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단기 호재성 이슈나 실적에만 집중하는 투자자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장기투자자가 선호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자주적인 IR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R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홍보의 경우는 특정기간에 게재된 신문기사의 수, 홍보 

활동에 투입된 예산 등으로 제한적인 효과 측정을 할 수 있지만 IR활동의 효과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힘

들다. 왜냐하면 IR활동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주가는 IR 외에도 그 종목이 속한 산업동향, 전체 주식시장의 동향, 그 종목의 실적과 

향후 실적 전망, 투자가들의 심리적인 상태 등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복합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IR활동의 효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효과 측정의 절대적인 방법이 없고, IR활동의 효과는 무형의 사실이기 때문에 측정요인

이나 대상을 계량화, 통계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는 기업실적 뿐만 아니라 수급, 투자심리, 시장동향, 해외증시, 산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쯔루노 시로오, 2001).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주가는 단순히 IR활동에 의

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강점이나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 총체적인 기업 활동의 누적적 결과에 대해 투

자가들이 갖는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IR활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설은 없지만 적어도 투자가들과의 신뢰형성에 있

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기업은 대외적인 기업공시 체제나 그것에 기초를 둔 전략적 IR체제를 보다 충실히 구축함으로써 투자가

들과 확고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IR활동의 효과 측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주주수를 늘린다>, <외국인지분율을 늘린다>, <국내 기관투자가 비율을 늘린다>, <PER(주가수익비율)을 높인다>, <주가를 올린다>, 

<경쟁사에 비해 PER를 높인다> 등의 목표를 정하고 IR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IR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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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 신뢰성과 효율적인 사업전략 등 보이지 않는 무형요소가 실적간의 유형요소보다 더 중요한 투자판단의 잣대다. 또한 I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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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심하게는 퇴출까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IR을 홍보나 마케팅처럼 투자로 인식하고 IR활동

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 적극적인 IR활동으로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고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되어 경영활동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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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받지 않는 기업도 부지기수이고 공시 등 의무적인 활동도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기업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렇

다보니 투자가들은 기업의 실상을 알 수 없으며 그 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상장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투자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한현석 대표이사

「IR을 투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                                        

CEO 칼럼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그룹



성형하지 말고 화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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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인식한다. 투자가를 찾아 가지 않고 기다린다.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미인 경연장’이다. 남들이 미인이라고 인정해줘야 미인

인 것이지 내가 미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미인이 아니다. 미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적절한 화장(포장)은 필수이다. 아무리 미인

이라도 화장을 하지 않으면 미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성형을 해서는 안된다. 성형은 과장하는 것이고 분식하는 것이

다. 과장하지 않고 화장을 잘하는 것이 IR의 기본이다. 실적이 좋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기업의 비전을 적절하게 포장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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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국내 자본시장은 점점 선진화되고 있고 주주 행동주의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회사의 정보는 투명화 되고 있고 주주들의 정보 욕구도 

강화되고 있다. 적극적인 IR활동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상장사로서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외면 받아 소외된 주식으로 전락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능도 상실하게 

되어 장기 성장 기반을 잃게 된다. 회사의 호감도나 평판도 떨어져 전체적인 기업이미지가 낮아지게 된다.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의 

10% 이상을 IR 예산으로 활용하자. 제대로된 전략으로 시장과 양방향 소통을 잘한다면 투자한 비용의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천만원의 IR 비용으로 시가총액이 20억이 증가되면 100배의 효과이고 200억이 증가된다면 1,000배의 효과를 보는 것

이다. 이제 더 이상 IR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투자로 인식하자. 이런 인식의 전환은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길목에

서 상장사 CEO와 IR 담당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기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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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울IR의‘자일리톨’ 이다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그룹

New Face

•생년월일: 1982.07.31

•혈액형: A형  

•취미(관심사) 또는 특기: 야구

•좋아하는 물건: 아이폰

•버리고 싶은 것: 다시 안 볼 자료들(서류)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애기들 재우고 잠시 누워있을 때

•지금 가장 고민거리는: 애기들 수면교육

•좋아하는 음식/싫어하는 음식: 곱창, 소고기 / 생선찌개(탕)

•스트레스 해소법: 흡연...

•자신의 좌우명: 일구입혼(一球入魂)

•가장 즐겨먹는 술안주: 오징어

•좋아하는 영어단어는: synergy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요리: 꽃게탕, 볶음밥

•친구와 애인이 물에 빠졌는데 한사람만 구해야 한다면: 애인 없어요.. 

                                                                                  와이프를 먼저 구합니다.

•자신의 별명은: 철4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거울을 보면서 하는 생각: 피부관리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 백팩

•자신의 주량과 주사는: 소주 한 병, 자리에서 사라지기

•무인도에 갇혔다면 젤 갖고 싶은 물건3가지: 크루즈선, 윌슨, 달러

•이 글을 쓰며 생각한 것: DJ DOC, ♬나 이런 사람이야

New Face_ 김철오 과장



• 전략수립, 자료제작, 주가분석, 기관 IR, 성과 측정 등

• 보도자료, 기획기사, 공시기사, CEO 인터뷰 등

상장사 IR/PR(단발, 연간 IR/PR)

•Pre-IPO 컨설팅, PR 컨설팅, IR 자료 제작 등

•투자유치, 자금조달, 기업가치 평가 등

Pre-IPO IR/PR(비상장사 컨설팅)

•유상증자, 경영권 방어, M&A 컨설팅 등

• 자금조달, 기업가치 평가 등

Financial Advisory

•중국 관련 컨설팅, 해외 PR 등

•해외DR 발행 컨설팅, 연간 NDR 컨설팅 등

Global Consulting

• IR 자료 제작, 애널리스트 간담회, 기관투자가 미팅 등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기획기사, 증권방송 출연 등

IPO IR/PR

IR   김태훈 부장    02�783�0930

     송현길 부장    02�783�0933

PR  서민아 차장    02�783�0652

     임준형 과장    02�783�0653  

“같은 곳을 

바라보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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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서비스
 대한민국 1위 IR/PR 전문컨설팅사, 서울IR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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