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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IR 뉴스레터’가 ‘서울IR 매거진’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서울IR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해온 <서울IR 뉴스레터>를 리뉴얼하고 더욱 풍부하고 전문적인 구성으로 2019년 <서울IR 매거진>을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사 및 투자자 분들께 보다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예술이고 과학이다” 

워런 버핏 Warren Buffett (버크셔해서웨이 CEO)

인간 사회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주로 예술은 ‘지극한 주관성’을 대변하
고, 과학은 ‘완벽한 객관성’을 표방한다. 우리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내재가치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대내외적인 변수들로 개
개인의 서로 다른 주관적 가치 판단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으로 기업을 이
끄는 것, IR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 그 기업에 가치를 투자하는 것 등 기업
가치와 관련한 많은 활동에는 ‘예술과 과학’이라는 양면을 모두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요구된다.  특히 정량적 가치(과학) 위에 정성적 가치(예술)를 쌓음으로써 기
업 가치의 ‘＋α’를 창출하는 것이 IR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글 박정민 과장(서울IR네트워크 PR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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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IR의 시작은 전담이다

성공적인 IR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전
담이다. IR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기업 내에 IR 전담조직을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 IR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영활
동이다. 기업 내에 항상 투자자와의 관계를 생
각하고 분석하는 전담부서와 전담인원이 꼭 
필요하다. IR 업무가 풀타임(Full-Time) 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전담인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담인원이 없으면 IR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IR팀은 회사
의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재
무팀이나 기획팀 등에서는 소속된 업무 이외
에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들은 
홍보와 IR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여 홍보팀에

서 IR을 하기도 한다. IR은 기업가치 관련 전문
지식과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R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다. PR이 대중을 대상으
로 이미지 제고와 판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IR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향
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도 다르고 목적
도 다르다.
IR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기
본적인 요건은 ‘전담여부’다. 왜냐하면 전담하
지 않으면 IR 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담하지 않는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회계, 재
무, 홍보 등의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다. 회계업
무와 병행한다고 가정해보자. 담당자는 회계와 
관련된 결산이나 회계감사 등을 우선적으로 처
리하게 되며 IR 업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회계업무와 겸직하는 어떤 기업의 IR 담당자는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IR 업무를 볼 시간이 없
다. 그래서 IR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하
소연한다. IR 업무가 후순위로 밀리면 투자자
와 적시에 소통(Timely Communication)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자자와의 소통은 단절된다. 
주가를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한다. IR도 타이
밍이다. 정보를 적시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적시에 알려야 할 정보를 알리지 못하면 그 정

IR읽어주는 남자

맞춤IR이 정답이다
한현석 대표가 20년 IR 경험을 담아 쓴 <서울IR CEO의 IR 스토리>, 
그 내용을 요약해 시리즈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한다. 
시작으로 제 2장(IR 실무 A to Z) 제 1절 ‘맞춤IR이 정답이다’의 내용을 
요약했다.  
글 한현석(서울IR 대표이사)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 IR도 기업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이것을 
이른바 ‘맞춤IR’이라고 한다.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투자자도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투자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투자할 확률이 낮은 투자자를 
만나 IR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투자할 확률이 높은 투자자를 공략해야 
한다. 그래야 IR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업에서 적절한 IR 담당자를 배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고경영자가 IR 일선에서 계속 투자자를 만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소통을 잘하는 담당
자’를 배치하여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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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죽은 정보’가 된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IR에서는 적시에 소통하
는 것이 중요하다. IR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IR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시가총
액이 적은 스몰캡 기업일수록 IR 업무를 전담
해야 한다. 찾아오는 투자자가 적기 때문에 ‘찾
아가는 IR’을 해야 한다. 
잘하는 IR은 기업 상황에 맞는 IR을 하는 것이
다. 아무리 좋은 옷도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
는 법이다. 몸에 잘 맞아야 옷맵시가 산다. IR도 
기업 상황에 맞게 IR을 해야 한다. 기업 상황에 
맞는 IR을 ‘맞춤 IR’이 라고 한다.

시가총액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IR전략 

아래의 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3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시가총액 4조원 이상 약 60여개 기업은 라지캡
(Large Cap)으로 분류되며 블루칩(Blue Chip)
이라고 부른다. 명품관에 입점한 제품에 비유
된다. 주식시장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경

기 변동에 강한 대형우량주이다. 오랜 기간 안
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온 수익
성, 안정성, 성장성이 높은 종목으로 비교적 고
가이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대표 주다. 이
런 기업은 기본적으로 섹터 애널리스트가 리
포트를 커버한다. 
주 공략 대상은 외국인투자자, 대형 운용사 펀
드매니저, 연기금, 업종 애널리스트 등이다. IR 
자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재무정보보
다는 재무정보에 더 비중을 둔다. 투자자는 명
품관에 있는 기업의 비재무 관련 내용은 충분
히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IR 
자료에 넣을 필요는 없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비재무요소는 모든 
투자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최고의 기술력
을 보유했는가, 최고의 인재를 보유했는가, 산
업 전망은 어떤가, 글로벌 경쟁사는 어디인가 
등 모든 내용은 많은 자료를 통해 시장에 알려
진다. 명품관에 들어가는 고객은 이미 명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가총액 3천억 이상 4조 미만 약 446개 종

구분 라지캡(명품관) 미드캡(백화점) 스몰캡(매장/시장)

시가총액 4조원 이상
약 64개 종목

4조원 미만~3000억원 이상
약 446개 종목

3000억원 미만
약 1,714개 종목

애널리스트
Coverage 많다 보통이다 적다

기본전략 영향력이 큰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공략 

영향력이 큰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공략

다양한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공략

공략대상

국내소재 외국계 증권사 
해외소재 외국계 증권사 업종 

애널리스트
대형펀드 운용 매니저

연기금

국내소재 외국계 증권사 
해외소재 외국계 증권사 업종 

애널리스트
중대형펀드 운용 매니저

중대형 투자자문사/사모펀드

스몰캡 애널리스트
투자정보팀

중소형 펀드 운용 매니저
중소형 투자자문사

증권사 브로커/사모펀드

IR자료 재무정보 80% 이상
비재무정보 20% 미만

재무정보 50~80% 이상
비재무정보 20~50% 미만

재무정보 20~50% 이상
비재무정보50~80% 미만

상장기업 분류(시가총액 기준)                                            (2019년 5월 30일 기준)

잘하는 IR은 
기업 상황에 
맞는 IR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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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미드캡(Mid Cap)으로 분류되며 옐로칩
(Yellow Chip)이라고 부른다. 백화점에 입점한 
제품에 비유된다. 대형우량주인 블루칩 반열
에는 들지 못하지만 양호한 실적에 기초한 주
가 상승의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섹터 애널리스트가 커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다.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등을 보고 판
단한다. 주 공략 대상은 중형 펀드매니저, 섹터 
애널리스트, 중대형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등
이다. IR 자료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
무정보에 더 높은 비중을 둔다. 실적이 좋고 성
장성이 뛰어나 펀드에 많이 편입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많이 노출된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3천억 미만의 약 1,700
여개 종목은 스몰캡(Small Cap)으로 분류된
다.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고 매장이나 시장
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비유된다. 전체 상장 종
목 중 약 80%가 여기에 해당된다. 스몰캡 종
목은 섹터 애널리스트가 대부분 커버하지 않
는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스몰캡만을 전담하
는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고 있다. 
주 공략 대상은 스몰캡 애널리스트, 투자정보
팀, 지점브로커, 중소형 투자자문사 등이다. 경
험적으로 스몰캡 기업의 IR 담당자가 섹터 애

널리스트나 대형 운용사 매니저에게 IR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우리 기업에 투자할 만한 기관투자자 타기팅

이 중요 

우리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없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명품관이나 백화점
에 가는 고객이 시장에서 제품을 사겠는가? 시
장에서 제품을 사는 고객에게 팔아야 한다. 스
몰캡에서 실적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기업가치
가 높아지면 백화점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때 백화점 고객을 만나면 된다. IR도 효율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관심 가질 만한 투자자를 
정확히 타기팅(Targeting)해 IR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IR 자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무정보 
보다는 비재무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스몰
캡 종목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아 IR 자료에 많
은 정보를 담아야 한다. 라지캡이나 미드캡 종
목에 비해 스몰캡 종목은 IR을 수행하기 어렵
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오지 않고 상대적
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적다. 호재를 발표해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찾아오는 
투자자가 거의 없다. 따라서 스몰캡 종목은 ‘찾
아가는 IR’을 해야 한다. 
IR은 기업가치를 세일즈하는 것이다. 매수할 
만한 투자자를 타기팅해 찾아가야 한다. 스몰
캡 종목은 기관투자자 비중보다 일반투자자 
비중이 높다. 일반투자자는 중장기 투자보다
는 단기 투자에 치중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만 상승해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투자
자도 중요하지만 기관투자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장기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 일반투자
자는 기관투자자의 매매 패턴을 따라 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게 된다. 

IR읽어주는 남자

IR은 
기업가치를 
세일즈하는 
것이다. 
매수할 만한 
투자자를 
타기팅해 찾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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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59분이다. 평소 같으면 졸음과 사투를 벌이다 커피를 
한 잔 내리러 카페테리아로 갈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벌써 
퇴근 준비 중이다. 오늘은 이유 없는 조퇴 <3시 퇴근날>이
기 때문이다. 3시 정각 동료들의 부러운 눈길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온다. 살살 부는 바람, 따뜻한 햇볕을 맞으니 기
분이 좋다. 아직 일하고 있을 친구에게 파란 하늘을 찍어 전
송한다. 
이번 달 나의 3시 퇴근 후 일정은 최신 영화를 보는 것이다. 
영화관에 도착해 팝콘과 맥주를 사서 입장한다. 평일 시간
대라 그런지 상영관엔 10명 남짓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다. 약 2시간의 여유로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
복)’ 시간을 보내고 귀가한다.
어떤 날은 시간이 맞는 친구와 카페에 앉아 못다한 얘기
를 하고, 주말엔 사람들로 북적거려 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IKEA에 가서 여유롭게 쇼핑을 한다. 날씨가 좋은 날엔 노래
를 들으며 회사 옆 한강공원을 걷기도 한다. 
한 동료는 북카페에 가서 독서 코스튬플레이를 하면서 여유

행복 아이템 by 스마일 드림팀

3시 퇴근 후 나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사내 워킹맘들은 평소에는 엄두도 내
지 못했던 근사한 요리를 준비해 가족들과 여유로운 식사를 
한다고 한다. 
<3시 퇴근>은 평소보다 2시간 30분 빨리 퇴근하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직장생
활의 큰 리프레시가 된다. 이런 꿀 같은 시간은 서울IR 직원
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최소 당
일 오전까지 직속 상사에게 카톡으로 3시 퇴근 예정임을 알
리기만 하면 된다.
5년 전, 직원 5명이 모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TF팀
을 결성했다. 지금껏 진행하고 있는 행복 아이템은 약 15가
지에 달한다. 리프레시, 소속감,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제로 
한 아이템들을 발굴해 안식년휴가 및 장기근속포상금, 재택
근무, 캐주얼Day, 스윗모닝, 생일파티, 경매이벤트, 원데이
스포츠&클래스, 브레이크 타임, 점심릴레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3시 퇴근>은 행복팀 결성 후 첫 시행한 아이템이고 지금까
지도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행복 아이템이다. 
하반기부터는 기존 행복팀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의 행복한 직장생활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1년 기간
제’ 행복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4명의 팀원이 그들만의 색
깔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앞으로 1년 간 직장생활을 책임질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번뜩이는 아이템들이 시행될지 설렌
다. 또한, 3시 퇴근과 같은 행복지수 100% 아이템이 또 한 
번 나오길 기대해 본다. 

5년 전, 직원 5명이 모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 
TF팀(스마일드림팀)을 결성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복 아이템은 약 15가지에 달한다. 
그 중 한 아이템을 선택해 아이템을 즐기는 직원들의 
모습을 그려봤다.
글 권미경 과장(행복팀 종신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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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E.S.G, 
그리고 디지털 툴(Tool)에 주목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2019 NIRI Annual Conference에 서울IR의 송원식 이사, 전인규 차장, 서종희 과장이 
다녀왔다. 올해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서종희 과장이 글로 전한다.
글 서종희 과장(서울IR네트워크 PR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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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
나주(State of Arizona)의 주도(州都), 피닉스(Phoenix)에
서 개최된 ‘2019 NIRI Annual Conference’(이하 ‘NIRI 컨퍼
런스’)는 전미 IR협의회(NIRI, National Investor Relations 
Institute)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 영향이었는지 올해 행사의 표어는 ‘The Power of IR’
로, IR의 힘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느낌이 강했다. 2017년 
‘Breaking the mold(틀을 깨라)’, 지난해 ‘Discover(발견하
라)’ 등의 표어들과 비교해도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느껴
졌다. 협회 창립 50주년에 실시한 행사였기 때문에 1969년 
NIRI를 창립한 딕 모릴(Dick Morrill)도 고령의 나이에도 불
구하고 참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그런데 왜 창립 50주년에 열리는 NIRI 컨퍼런스의 개최지
가 하필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피닉스였을까? 필자는 개
최지가 발표된 후 실망했던 것이 사실이다. 50주년이라면 
내심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이나 역사가 깊은 보스턴
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닉스
가 ‘태양의 계곡(Valley of the sun)’이라 불리는 경제의 중
심지이자, 동시에 유명한 리조트를 보유한 도시라는 사실
을 알게 되니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를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었다. (2016년 샌디에이고(San Diego), 2017년 올랜도

(Orlando), 2018년 라스베이거스(Las Vegas) 등 최근 NIRI 
컨퍼런스 개최지들을 살펴보면 개최지 요건으로 휴양도 중
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0주년을 맞이한 해에 열린 컨퍼런스의 가장 큰 화두는 단
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단어로, ESG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
재무적 요소를 평가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국 내에서도 
ESG 투자가 기존 투자 방식을 대체하면서 IR 담당자의 주 
관심사도 ‘기업의 ESG 요소를 어떻게 투자자에게 효율적으
로 전달하느냐’가 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ESG의 기본 
개념, 전략수립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졌다. 필자는 
ESG에 대한 개념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됐
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하지는 못 했지만, ESG가 곧 한국에
서도 IR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
실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사실 필자가 흥미롭게 들었던 주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디
지털 툴(Tool),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 IR 담당자나 CEO가 
주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서울IR도 올해부터 유튜브에
서 서울IR 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

 Brett Redfearn이 강연한 General 
Sesseion 현장. 진화하는 기술, 규제와 
비즈니스 추세에 대응해 거래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이 IR 전문가와 상장사 
담당자에게 의미하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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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분야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우리
나라 기업들보다 영상을 활용한 IR에 적극적이었고, 수준도 
앞서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기업
은 T모바일(T-Mobile)이다. 그들은 분기실적을 공시한 후, 
CEO와 CFO, 그리고 담당자들이 주주들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답을 진행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래 예정된 라이브 방송 시간은 45분이지만, 항상 질문이 
많아 60분을 채운다고 하니 주주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은
지 짐작 가능했다. 라이브 방송 진행이 힘들 수는 있어도 주
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주주들과의 관계 증진
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분명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필
자의 현재 실력으로는 이 같은 코너는 시도해 볼 수도 없지
만, 계속 실력을 키워 언젠가는 미국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
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4일 간의 시간은 실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NIRI 컨
퍼런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이 많았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확실히 사람은 큰 물을 체험해 봐야 또 다른 
세상이 보이나 보다. 또 한 가지, 내년 개최지가 미국 동남
부에 위치한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라는 사실이 참으로 부
럽다. 피닉스는 너무나도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이리라. 내년 
참가 예정 직원들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오길 미리 소망
하며 글을 마친다. 

 Big data and the future value of sell-side research 세션 전 
현장. 세션에서는 투자 및 거래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얼터너티브 데이터가 기업 IR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전미IR협의회(NIRI)의 창립자 
딕 모릴(Dick Morrill, 왼쪽)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 1969년 창립된 
NIRI는 올해로 50년을 맞이했다.

 2019 NIRI 행사 기간 중 운영된 전시장 전경. 전시장은 밤에는 
환영 연회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됐다.  

2019 NIRI Annual Conference



Summer 2019  11

2015년부터 IPO에 임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대부분을 만나
고, 모든 IPO IR을 접하였다. IR에 참여하면서 기업자체에 
대한 Value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한 편으론 기관투자자로
서 아쉬운 점이 묻어나는 기업이 있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회사를 홍보(PR)하는데 주력한다. 하
지만,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의 자랑거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기관투자자와 회사와의 목적의 Gap이라 할 
수 있다.
PR과 IR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PR의 사전적 정의는 Public 
Relations, 즉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업
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뜻하지만, IR은 
Investor Relations, 즉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투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활동이다. 
얼핏 보기엔 회사의 장점을 홍보하면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는 회사와 동반자 관계를 오래 유지
하기 힘든 기관투자자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래서 투자자만을 위한 IR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물론 IR 활동과 함께 PR활동도 동반되어야 한다. 대상이 
투자자인지, 일반 대중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기업이 비윤리적으로 원가를 절감한
다는 기사에 일반 소비자들은 등을 돌릴 순 있지만, 투자자
들은 경영활동을 잘 이끌어 간다고 판단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CEO와 IR담당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회

IR을 고민하는 담당자에게

기관투자자 중 
한 사람이 띄우는 편지

전지적 투자가 시점

사는 참 좋은데, 시장에서 소외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9년 5월 
29일 기준으로 코스피 771개사, 코스닥 1,269개사가 증시
에 상장되어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가능한 2천개 이상의 
종목 선택지가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에서 당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투자
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0.05% 미만이라 볼 수 있다. 이
것이 말해주듯,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 ‘좋으니까 알아서 찾아오겠지’ 라는 생각은 마치 ‘내
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다가오겠지’라는 생
각과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내가 괜
찮은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알려야 사람들이 나의 가
치를 알아볼 것’ 으로 말이다.
IR과 PR의 노하우를 알려 달라는 대표님들을 참 많이 만난
다. 하지만, 몇 마디로 정의할 순 없다. 그 기업의 사업과 미
래전략, 그리고 히스토리를 읽고 호흡을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주가에 대해 실망하고, 투자자와의 소
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IR전문가들을 만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수 많은 기업에게 대해 자문 
해주고 함께 고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IR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 기관투자자 중 한 사람
으로서 이 말은 꼭 강조하고 싶다. ‘당신의 회사는 2천 개 회
사 중 하나일 뿐이며, 기관투자자들은 선수다. 자기 회사가 
좋다고 강조하기보단 투자자들에 눈 높이에 맞춰 신뢰를 쌓
아 가길 바란다.’ 

글 이경준(혁신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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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Biz Inside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격동의 나라가 되었
다.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누구든지 차량
을 불러 이용할 수 있는 디디추싱이 중국 전역
에 자리 잡았으며, 텐센트는 세계 게임시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중국은 시장점유율 1~2위 기업만이 살아남
는 약육강식 사회가 완전히 자리 잡았으며, 회
사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도 치
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식 약육강식으로 잘 알려진 게임 시장을 
보면, 리그오브레전드와 던전앤파이터를 퍼블
리싱하는 텐센트와 블리자드 게임을 퍼블리싱
하는 넷이즈, 두 기업의 중국게임 시장 점유율
이 지난해 기준 각각 55.7%, 13.6%로 합계 점
유율은 시장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다. 공유 자
전거시장에서도 오포(OFO)와 모바이크가 각
각 51%, 40%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
다. 시장점유율을 우선 확보하는 사업 공식은 

중국 사업의 공식

시장부터 먹고 시작한다! 

성장의 교본처럼 여겨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살펴본 중국기업 DNA: 

크리스탈신소재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기업 크리스탈신소재에
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크리스
탈신소재는 희귀 원료인 천연운모를 대체할 
합성운모를 만드는 회사다. 운모는 건축 자재
와 화장품 안료로 활용된다. 
회사는 합성운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연간 생산능력 30,000톤)을 갖추고 천
연운모 대체 시장을 선점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고급 합성운모 시장점유율은 약 
77%로 2~5위 기업의 합계인 약 18%를 압도
하는 마켓리더다.

점유율을 지켜라 

크리스탈신소재와 같이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
을 진행하는 중국기업은 점유율과 영향력 확

본 내용은 2019년 2월 11일 네이버 중국 Biz인사이드 코너에 서울IR 금동근 주임의 
기고 글을 재편집했다. 해당 글은 게재 당일 조회수 1만을 기록했다.
글 금동근 주임(서울IR네트워크 IR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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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 더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
다. 실제로 회사는 성장하는 시장 내 주도권 확
보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생산라
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탈신소재 허위에룬 대표는 “커지는 시
장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와 점유율 확대를 위
해 생산캐파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며 시장점유율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충분한 
현금 확보를 통해 가변적인 정책과 시장 변화
에 발 빠르게 대처해 시장 내 회사의 입지를 다
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점유율에 목을 매는가? 

손자병법 군형편(軍形)에는 ‘전쟁에 능한 자는 
상대가 이길 수 없는 나를 만들고, 승리가 가능
한 상태에서 적군을 대적한다’는 구절이 있다.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상위 포지
션에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 시장에서 새
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가격결정권자가 압도
적인 시장점유율로 경쟁자를 압살하고, 안정
기에 진입하면 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재화를 
모을 수 있는 기반. 마지막으로 그 기반을 통해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 모든 것
은 중국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격결정권
자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이
유이다. 시장점유율은 중국에서 회사의 성장
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
앞서 소개한 크리스탈신소재의 주주총회에서 
“왜 회사의 영업이익 상승을 위하여 제품 가격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냐?”는 주주질문에, 대표
는 “가격결정권자로서 합성운모 시장 확대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 조정을 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점유율을 높여 주도권을 놓치
지 않는 전략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가장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기회의 땅 중국

중국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키
워드는 시장점유율이다. 샤오미가 저가 정책
을 펼치고, 오포(OFO)가 회사가 힘들어질 정
도로 자전거를 대량 생산해 공급했던 것도 높
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시장 주도권을 장악
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제조회사들은 앞서 말한 공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전략은 이제 제
조업에서 서비스 단계까지 확장될 것이 자명
하다. 실제로 중국은 제조국가에서 소비국가
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
구는 높은 반면 실버헬스케어, 산후조리, 유아
교육 등 서비스 수준은 미흡하다. 따라서 서비
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을 구사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시장의 주도
권자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산화율을 높이는 
<중국제조2025> 정책과 
맞물려 중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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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성공사례] 탐나는 기업

티앤알바이오팹(T&R Biofab)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제제 및 의
료용 기기 제조 기업으로 지난 2013년 포항
공대 연구팀이 독립해 설립했다. 주요 제품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분해
성 의료기기, 조직 · 장기 바이오프린팅을 위
한 바이오잉크, 체외 시험을 위한 오가노이드
(Organoid, 장기유사체), 세포 치료제, 3D 바
이오프린팅 시스템 등이다. 
회사는 3D 바이오프린팅 및 생체조직 재생 기
술의 융복합 등 선진 기술을 연구소 단계 이상
으로 진일보시켜, 상용화함으로써 복지 및 치
료 등 실제 의료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3D 세포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치
료하는 세포치료제와 인공조직을 개발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R Point

지속해서 성장하는 전방시장 3D 바이오프린
팅 시장은 연간 15%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천성 질환이
나 각종 사고 등의 이유로 생체조직이나 장기
의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많기 때문이
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적합한 장기를 이식받
는 환자는 전체 수요의 1%를 밑도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생체조직이나 인공장기에 대한 잠
재적인 미충족 욕구(Unmet Needs)는 높은 상
황으로, 3D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한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등이 향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유로 아스팩트(Aspect), 셀링크(Cellink), 
오가노보(Organovo) 등 많은 3D 바이오프린
팅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도 해당 벤처기
업의 연구개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과 기술에 대한 니즈가 명확하고 기술개발이 열
심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시장을 누가 먼
저 차지하느냐가 주요한 포인트이다. 
차별화된 기술력 티앤알바이오팹은 글로벌 벤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기반 인공지지체, 오가노이드, 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티앤알바이오팹이 2018년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글 김용출 차장(서울IR네트워크 IR본부) 

티앤알바이오팹

글로벌 선도 3D 바이오프린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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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업 중에 단연 최고의 기술과 다양한 응용
제품 파이프라인(Pipelne)을 보유하고 있다. 
독자 개발한 3D 바이오프린팅 및 바이오잉크 
플랫폼 기술부터 오가노이드, 세포치료제까지 
이르는 전주기적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글로
벌 3D 바이오프린팅 벤처기업들 대비 차별화
된 넓은 기술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독보적인 원
천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앞서가는 제
품 개발을 통해 초기 단계인 3D 바이오프린팅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파이프라인 확장 3D 바이오프린팅과 그 응용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바이오잉크를 모두 
독자기술로 자체 개발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
라인은 크게 인공지지체, 오가노이드, 세포치
료제로 나눠진다. 회사의 인공지지체 제품은 
체내 이식형 생분해성 재료로 윤곽 재건 및 성
형재료 등 다양한 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약물 독성평가나 동물실험을 대
체하는 용도로 현재 시장이 형성돼 있다. 티앤
알바이오팹은 현재 시장성이 큰 인공피부, 간 
오가노이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상된 생체 조직의 재생 및 재건을 위한 ‘3D 
세포치료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 각국의 여러 연구기관이

나 벤처 기업들이 3D 바이오프린팅 산업의 성
장성에 주목해 응용제품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
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도 
기업이 뚜렷하지 않는 상황이다. 글로벌 빅파마
들은 각국의 연구기관과 기업의 3D 바이오프
린팅 응용제품 개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자체 개발한 바이오잉크(탈
세포화된 세포외기질을 이용한 생체재료) 역
시 머크(Merck KGaA)의 자회사이자 전 세계 
랩(Lab)에 바이오재료를 유통하는 밀리포시그
마(Millipore Sigma)社와 제휴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 빅파마 J社, 글로벌 코스메틱 L
社 등에서 오가노이드 모델에 대해 공동 연구 
및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IR 성공전략: 성장 가능성과 기술경쟁력 

바이오기업들이 IPO를 할 때 투자자들은 단기
간에 기술적 깊이와 파이프라인의 내재 가치
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의 시장 가치나 임상 승인된 경쟁 약
물과의 비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한다. 
티앤알바이오팹 비교할 수 있는 상장사가 없
어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기술경
쟁력 그리고 전방시장의 분명한 미충족 수요
(Unmet Needs)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투자자
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상장 이후 주가
는 40% 이상 상승했다.
비교기업 파이프라인, 경쟁 약물, 비교 임상 결
과 등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전
방시장에 대한 상황과 시장 규모 그리고 그 시
장에서 회사의 기술이 꼭 필요로 함을 설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상장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들은 단순히 회사
의 기술이 우수하다는 설명보다는 비교를 통
해 기술 우위성을 설명해야 기업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티앤알바이오팹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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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및 국내 트렌드: ESG의 중요성 확대

올해 상반기는 작년부터 이어 온 주주행동주의
가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성과가 부진한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표
방한 주주행동주의는 실제 높은 수익률을 보
여주며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다. 
사회적 책임투자에서 파생된 주주행동주의는 
최근 좀 더 넓은 의미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로 확대되고 있
으며 이런 변화에 따라 향후 투자자와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기업은 단순 이익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
시키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 
사회적 책무, 지배구조를 강조한 ESG 투자로 
발전되었고 점점 투자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
리잡고 있다. 나티시스(Natixis)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글로벌 조사에 의하
면 기관투자자의 65%는 ESG가 향후 5년 내
에 중요한 투자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투자업계에서 ESG의 중요성은 ESG 투자
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투자의 펀드 수탁고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책임
과 관련된 펀드 수탁고가 처음 조사된 2006년 
이후 성장을 계속해 2019년 80조 달러가 넘는 

사회적 책임투자의 큰 흐름, ESG

Global IR Trend

투자자들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회사의 성장성 및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ESG의 실적과 평가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글 김성용 차장(서울IR네트워크 IR본부) 

국내 책임투자 규모 현황

자료: 서스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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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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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에 이르고 있다. 국내 역시 꾸준히 수
탁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업
계의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지
속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ESG를 고려한 투자 
영향력 역시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
피 상장사로 하여금 ESG의 Governance에 해
당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향후에는 공시적용 기업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흐름에
서 모든 기업들은 지배구조를 넘어서 환경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
업에게 ESG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ESG가 자신의 비즈니스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지 그리고 투자자들
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지에 대한 전
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관투자자의 ESG 적용

그렇다면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 기업의 
ESG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
은 ESG 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점수가 가장 중
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공시 
및 IR 등을 포함한 회사측 자료와 타투자기관
의 ESG 평가점수 등이 중요하다고 답 했다. 현
재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에게 ESG 관련 평가점
수는 낯선 개념이고 관련 점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기업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해야 할 부분은 분기보고서 및 IR자료 등 회
사측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각 기업들은 
ESG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어
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점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지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1]은 나티시스(Natixis) 자산운용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들이 ESG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영역이다. 각 영역들은 지켜지지 않
았을 경우 사회적인 비난을 넘어 법적인 책임
을 져야 하며 이것은 결국 기업의 사업경쟁력
과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주가의 하락으로 이
어진다. 투자자를 상대하는 IR 담당자는 아래 

기관투자자의 ESG 관련 평가자료 획득 경로

Sustainability rating/awards (e.g. Sustainalytics, MSCI ESG ratings) 70%

57%

37%

24%

24%

23%

Company reports

News and media

Regulatory filings

Third-party investment rating/award
(e.g. Morningsta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자료: Natixis Investment Managers 2018 Global Survey of Institutional Investors

기업들에게 
ESG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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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각 요소들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런 점들이 회사의 경쟁력
이나 장기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준
비를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
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사례를 통해 좀더 엄
격한 Governance를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Governance가 우수하지 못한 기업은 행동주
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가장 먼
저 신경을 써야 한다.  

ESG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필요

투자업계에서 ESG의 중요성 확대는 기업들에
게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ESG가 우
수한 기업은 그만큼 회사의 개별 리스크가 적
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므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주가의 프리미엄 요소가 될 것이다. 반대
로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ESG 기준을 충족시키
지 못한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디스카운트 될 
수 밖에 없다. 향후 기업과 투자자 간의 커뮤니
케이션에서 ESG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될 것
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기업들은 ESG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쟁사보다 낮은 ESG 성과
는 향후 낮은 기업경쟁력과 낮은 성장성을 의

미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ESG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업들이 ESG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기업에 적
용해야 하는 상황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투
자자와의 접점인 IR 담당자부터 장기 성장전략
을 세워야 하는 CEO까지 회사의 모든 관계자
가 ESG가 기업경영 환경과 당사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
로 DFIN 컨설팅 사의 성공적인 ESG 관리를 위
한 4단계를 소개하며 투자업계에서 가장 중요
한 투자기준이 되고 있는 ESG의 중요성을 다
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어떤 ESG 
요소가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하
고 관리하라.
둘째, ESG 평가기준에 따라 각 요소들의 정확
한 정보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라.
셋째, ESG를 기업의 핵심평가지표 중 하나로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
로 관리하라.
넷째, 기업의 장기 성장전략과 그에 따른 ESG 
리스크를 투자자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
션 하라.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Pollution 52% Human Rights 54% Bribery & Corruption 60%

Climate Change 45% Employee Health & Safety 45% Transparency 48%

Waste & Recycling 40% Economic Inequality 38% Business Ethics 43%

Water Use 33% Labor Practice 29% Executive Compensation 23%

Renewable Energy 32% Gender Equality 27% Shareholder Rights 22%

자료: Natixis Investment Managers 2018 Global Survey of Institutional Investors

[표 1] ESG 평가 시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ESG의 
중요성 확대는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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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에서 받은 주주총회 참석 통보 메일을 통해 의사를 밝히고 
신청하면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다.

3일 간 계속된 주주총회

1일 차, 주주총회 전날에는 주주 쇼핑데이(Shareholder 
Shopping Day)가 열린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회사
들의 제품과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메인이벤트인 주주
총회는 CHI 헬스케어 센터에서 열리고 올해는 전시장 인파
까지 약 4만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그리고 마지막날 5km 
마라톤 행사를 끝으로 주주총회는 종료된다.

무엇이 좋았나?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김차장은 짧게 정리했다. “19 
24년생 멍거, 1930년생 버핏과 함께하는 주총에서 투자 고
수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꼈다”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
긴 힘들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국 중
부 시골까지 찾아오는지 매력을 알게 됐다. 꼭 가보길 권한
다”고 답했다. 

5월 오마하는 축제

해마다 5월이면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버크셔해서웨이의 특별한 주주총회가 열린다. 주
주총회지만 어떤 이들은 버크셔해서웨이와 워런버핏이 준
비한 축제라부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5월에 오마하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주주총회를 찾는 주주들에게 
쏠쏠한 재미를 선사한다. 또 오마하 시민들과 해서웨이 관
계자 심지어 우버택시기사까지도 도시를 방문하는 이들에
게 친절과 미소로 응대한다.

20만원에 워런버핏 주주총회를?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식은 2종류로 나뉜다. 통상 A주와 B주
로 구분되며, B주는 한화 약 20만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
다. 참고로 A주의 가격은 B주의 1000배가 넘는다. 두 종류 
주식은 의결권 권한의 차이가 있다. A주 1주의 가치는 B주
1500주와 동일하다. 
A주나 B주를 보유하면 주주의 자격이 생기고 주주당 4장의 
주주총회 입장권이 주어진다. 국내에서는 예탁원과 증권사

워런 버핏 주총 다녀온 金차장
지난 5월 美 오마하에서 버크셔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서울IR 김용출 차장과 동료 두 명이 현장을 다녀왔다. 지금부터 약 20만원으로 주주의 자격을 
얻어 주총에 참가한 일명 ‘주주총회 탐험대’의 방법을 공유한다.
글 임준형 차장(서울IR네트워크 PR본부) 

지난해부터 서울IR은 3명의 직원을 뽑아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보내주고 있다. 주총 메인 행사장을 찾은 서울IR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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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제약 ·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의약품 유형에 따
라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부터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중 실적화가 유력한 개발비는 무
형자산으로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연
구개발비의 회계 이슈로 인한 제약 · 바이오 기
업의 주가 불확실성 확대는 금융당국의 가이
드라인 제시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연구개
발비의 지출과 무형자산의 창출에 대한 기준
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이며, 이는 기업
과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제약 · 바이오 기업의 회계이슈로 인해 최근 투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주목하라

자자의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의 재무구조와 자금조
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
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의 발전
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업경쟁력의 원천
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
며 글로벌 대기업의 기업가치의 대부분은 무형
자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글
로벌 대기업인 Amazon, Google, Apple 등의 
무형자산 비율은 각각 95%, 65%, 62%에 이
른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무형자산 비중
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실
물자산이나 금융자산보다 기업의 수익성과 가
치 형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계적으로 측정하는 재무제표 상 기재 

무형자산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평가방식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회사의 높은 성장가능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개념체계와 각 경제 주체별로 고려해야 할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 전인규 차장(서울IR네트워크 IR본부) 

의약품 유형 자산화 가능 단계 비고

신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에 대한 안정성 및 약효 검증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성 검증자료 확인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진단시약 제품검증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기준 (2018년 9월 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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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제한적이다. 또한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의 평가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한 
정립도 아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이로 인해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낮거나 정확한 가치동인을 파
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실질적 가치와 무형자산과의 정확한 
연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기
존의 기업평가방식으로는 무형자산이 수익으
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비계량적 독립적인 변
수의 변화로 인해 변동되는 가치의 측정이 불
완전하기 때문이다. 가치평가에 있어서 산업
별, 기업간 측정지표의 구성항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측정 시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평가기준과 가치평가방법을 설명
하기 전에 정의와 분류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주관하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ASB)에서는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금전적 자산으로서 식별 
가능하고(identifiable), 과거의 사건으로 기업
에 의해 통제되며(Controlled), 그로부터 미래
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
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Corrado et al.(2009)는 
전산화된 정보(computerized information),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경제적 역량
(economic competencies) 세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무형자산의 가치요소평가 방법은 수익접근
법(Income approach),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수익접근법은 무형자산
으로 인해 미래 벌어드리는 이익을 현재가치

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바
이오기업은 자사의 후보물질이나 기술을 이전
(Licensing out)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이용료(마일스톤 방식)를 현재가
치로 환산하여 가치를 측정한다. 기대현금흐
름을 예측하고 현가화 한다는 점에서 공정시
장가치에 가장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흐름 예측과 기술성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이 잘못 적용될 경우 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비용접근법은 무형자산을 획득하기
까지의 투입된 비용을 합산하고 연수에 따라 
감가를 적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주로 유통망, 특별목적의 부동산, 인적자원 등
에 적용 가능한 평가 방식이다. 무형자산으로 
인한 미래 예상 이익과 투자 위험 등 예측요소
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시장접
근법은 시장에서 과거 형성된 유사한 거래 사
례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거래에 의해 실제 유통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용하기 용이하
지만 거래시장이 부재하거나 특수한 환경 하
에서 이루어진 독립된 주체 간 거래를 적용 시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비율 추이

자료: OCEAN TOMO. LLC

1975 1985 1995 2005 2015

유형자산 무형자산

83%
68%

17%

32%

32%

68%

20%

80% 87%

13%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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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자금조달 시 
은행차입이나 회사채의 발행보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다. 부채성 자금조달
의 경우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일부를 제외
하고 담보 기능이 제한적이며, 무형자산의 대
부분은 기업 고유의 자산으로서 다른 기업으
로 이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무형자산 비
중이 높은 기업은 결국 전통적인 방식의 자금
조달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
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혁신적이고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일 것이
다. 이러한 기업들은 전통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고 외부 자금조달 또한 기업과 투
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매몰비용(sunk 
cost)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시점
에 자금을 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우려
가 있다.
투자자에게 올바른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
시키고 내부적으로 경영자가 무형자산에 대
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
업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측정 지표를 체계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뉴욕대학교 스턴

IR 전략 분석

(Stern)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교수인 바루크 
레브(Baruch Lev)는 논문을 통하여 무형자산 
가치 사슬(Value Chain)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였다. 이 Value Chain은 무형자산의 발
견과 학습, 실행, 상업화의 단계로 구분하여 기
업 내부의 무형적 가치요소를 각각의 단계에 
배치시켜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투자자가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 투자에 
앞서 기업가치 평가 시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
가 서로 다른 지표를 중시하여 이해한다면 기
업의 가치평가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정당한 기업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 기
업가치에 핵심적이나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는 
무형의 요소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투
자가에게 무형의 자산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
야 한다.
자본시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시장에서 
무형화 비중이 높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
시키기 위해 무형자산 회계기준의 지속적인 
개선과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이
나 지적재산권 펀드 등 금융인프라 구축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무형자산의 종류와 특징

구분 세부종류 결과물 회계처리

전산화된 정보
소프트웨어

- 자산화 처리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

R&D 특허 또는 라이선스 경상비용 처리
(IFRS 및 K-IFRS에서는 
일부 자산으로 인정)

창작물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

디자인 -

경제적 역량

브랜드 가치 고객자산, 상표

경상비용 처리인적자본 교육훈련, 재능

조직자본 내부 프로세스 지식 노하우

자료: Corrado, Hulten & Sichel(2009)

기업은 무형의 
요소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가에게 
무형의 
자산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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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강연

서울IR파트너스는 올해 2월~3월 SW마에스트로 수료기업
을 대상으로 IR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했다. SW마에스트
로 수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량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데모데이 진행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컨
설팅은 전문가의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과 기업의 핵심 경쟁
력이 드러나는 발표 자료 제작, 피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총 12개사가 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며, 약 

자회사 서울IR파트너스는? 

벤처기업 투자 IR컨설팅이 주사업으로 스타트업, 벤처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IR, 투자유치, R&D자금유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IR파트너스

2019 SW마에스트로 컨퍼런스 
데모데이 컨설팅 성공적 수행

서울IR 한현석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청으로 지난 4
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IR’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
했다. 본 강의에서는 ‘IR과 Valuation, 글로벌 IR 트렌드, 기
업가치의 변화, 주주행동주의, IR과 소셜미디어, 위기관리, 
워런버핏 주주총회’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IR CEO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연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IR’

200여 명의 투자자가 참석해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창업 소재 발표회는 서울IR파트너스
가 컨설팅한 12개사가 참가했으며 최종 선발된 6개 기업에
는 최대 1억원 상당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특전이 제공된다.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IR지원사업 5개사 선정 

서울IR파트너스는 해마다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서 진행하는 IR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발돼 지원사업 수
혜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 매력도 진단, 중장기 비즈니스 성장 로드
맵 수립, IR자료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에
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IR지원사업은 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발굴, 투
자협상, 자료 작성 등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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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y Interview

나는 서울IR의 
‘New DIVA’다

서울IR에서 디자인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IR디자인의 ‘New DIVA’를 
소개한다. 
기업 IR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인 
IR북의 설득력과 가독성을 위해 오늘도 실력을 
갈고 닦는 김단하 대리를 만나봤다.
글 신영빈 대리(서울IR 네트워크 PR본부)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달라.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입사 7개월 차, 김단하 대리라고 
한다. 디자인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차, 꿈을 향해 정신없
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어느덧 삼십 대에 접어들었다.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1년 전 이사해서 지금 인천에서 출퇴
근하고 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현재는 회사에서 IR북 등 편집디자인 작업을 맡고 있다. 설득
력 있고, 가독성 높은 디자인으로 회사에 대한 주목도를 높
이려 노력하고 있다. 추후에는 고객사들의 리플렛, 브로슈어 
등 다양한 제작물들의 디자인까지 담당하게 될 것 같다. 

서울IR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첫 직장에서 브로슈어, 리플렛 제작 등을 담당하며 디자인 
일을 처음 시작했다. 이후에는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전시부
스 디자인 등을 도맡아 했다. 다양한 일을 하며 어려운 일도 

이름: 김단하
소속: 서울IR디자인
직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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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서울IR은 어떻게 오게 됐나. 또 회사의 첫인상은 

어땠나.

자기발전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차에 채용 공고
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 다만 IR 분야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선뜻 도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막상 회사에 와서 
인터뷰를 해보니 ‘아 이곳이다!’ 느낌이 왔달까? 
우선 서울IR만의 독특하고 친근한 문화가 좋았다. 사원 복
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대표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
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 나도 제 몫을 잘 해낼 수 있을 거
란 믿음이 생겼다. 사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생각에 걱정 반 기대 반 이었는데, 서울IR 직원들이 친절하
고 편안하게 맞아줘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따뜻
하게 맞아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평소 일상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여가를 즐기는 특별

한 취미가 있나.

주말마다 즉흥 여행 떠나는 걸 즐기는 편이다. 미리 루트를 
정하지 않고 지방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다. 특히 지
역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주로 맛집을 따라 이동
하는 편이다. 최근 좋았던 여행지는 단양이다. ‘전지적 참견 
시점’의 이영자 에피소드에 나온 단양 카페를 보고 꽂혀서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다. TV에 나온 그 장소에 가보니 탁 
트인 경관이 너무 좋았다. 봄이 시작되는 경치를 보며 커피

를 마시니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은 어땠나.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활발하고 장난기가 심했다. 한마디
로 골목대장이었다(웃음). 온 동네를 휘어잡고, 이런저런 사
고를 많이 저질러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였으니까. 좀 더 커
서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중학교 때 했던 밴드부 활동이다. 
포지션은 베이스! 그때 베이스 기타가 내 키만해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했다. 밴드부 활동으로 다른 학교 공연도 가
고 그랬던 게 다 깊은 추억으로 남았다. 어려서부터 뭐든 배
우고 체험하는 걸 좋아했다. 그때 원 없이 이것저것 시도해
봤던 게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성장의 원동력 아니었을까?
 
현재 기본 업무 외에도 하고 있는 활동이 많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달라.

먼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스마일드림팀(행복팀)에 합
류하게 됐다.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팀이 있고 
회사가 이를 지원한다는 게 신선하고 놀라웠다. 행복팀에 
들어가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원데이 클래
스’를 진행했다. 
또 이제 막 시작한 ‘유튜브 서울IR TV’의 스탭으로도 활동 
중이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촬영이나 편집 기술 등
을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을 즐기는 편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의 노
력이 헛되지 않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뇌하며 스트레스 받기보
다는 즐기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는 사람이 좋
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디자인을 오랫동안 즐기는 디자이
너가 되고 싶다.
 
서울IR에 없어서는 안될 디자인의 핵심 인원 김단하 대리. 
‘아 이곳이다!’라는 그 느낌 평생 가져가길 바라며, 멋진 기
업문화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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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보약이다

2019 원데이 클래스

2019 서울IR 제주도 후코오카!

서울IR 전 임직원은 지난 1월 2박3일 동안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다. 천혜의 경치와 신선한 음식, 
노래자랑 이벤트, 이색 미술관 관람 등 다양한 일정과 
프로그램으로 멋진 추억을 쌓았다. 특히 미션을 수행하는 
조별 게임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다.

올해 2019년 1월부터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식, 양식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아침 식사를 즐기며, 
보다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루를 열고 있다. 출근 후 이른 
아침 카페테리아에 삼삼오오 식사를 하며 소소한 담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 중 하나가 됐다. 

올해 상반기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는 ‘향수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목공예 스피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직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클래스를 
신청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이색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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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세미나 프로젝트

서울IR, 사회공헌 나눔 기부행사

2019 SPGA 투어 스프링 오픈 골프대회

지난 3월 사내 골프 동호회 <서아골>을 출범하고 제1회 
SPGA를 열어 정식 라운딩 시간을 가졌다. 겨우내 개별적인 
맹연습과 전체 매너 교육을 거친 후 여주 신라CC에서 
대망의 첫 경기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임직원 
골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튜브 ‘서울IR TV’ 채널 공식 오픈

서울IR의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IR TV>가 지난 4월 
오픈됐다. ‘서울IR TV’는 상장사와 IPO 기업들의 CEO 
인터뷰, 기업설명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기업 소식들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서울IR의 행사 및 
활동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직원들의 업무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김병현 과장의 
“HTS 활용법과 기술적 분석 길잡이”, 전인규 차장의 
“회사일과 재테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본적 분석의 
이해”, 두 차례의 ‘재능기부’ 세미나가 진행됐다. 

지난 6월 청년을 위한 대안 교육 학교 <스타칼리지>를 
찾아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서울IR의 ‘스타칼리지’ 후원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았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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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가짜 일’을 버리고 ‘진짜 일’을 찾아나서라

‘가짜 일’과 ‘진짜 일’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말 이 일은 가치가 있을까?’ 
누구나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일
을 2가지로 나누면 ‘가짜 일’과 ‘진짜 일’이 있
다. ‘진짜 일’을 방해하는 ‘가짜 일’의 실체는 무
엇일까? 예컨대 ‘의미없는 서류 작업, 시간만 
낭비하는 미팅, 알맹이 없는 교육이나 계획’ 등
이 바로 ‘가짜 일’이다. ‘가짜 일’은 직원 개인에
게도 회사(조직)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가짜 일을 해본 경험
이 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가짜 일’을 만드
는데 일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우리
가 ‘가짜 일’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잘 인

오랜 조직 생활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가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진짜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조직이 커지고 성장할 때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짜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영진은 이를 보지 못한다. 
‘관리와 통제’의 다른 말은 ‘감시’다. 구성원을 믿지 못해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직에서 ‘가짜 일’을 
줄이면 경쟁력은 향상되고 구성원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짜 일’과 ‘진짜 일’을 파헤쳐보고 
서울IR의 사례도 소개한다. 서울IR도 ‘가짜 일’이 전혀 없지 않다. 다만, ‘가짜 일’을 줄이고 ‘진짜 일’에 
집중하자는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당신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글 한현석(서울IR 대표이사) 

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회사라는 조직은 전
통으로 포장된 관습과 관행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다. 관습과 관행은 가짜 일을 만들어내고 
많은 구성원들이 가짜 일을 ‘진짜 일’로 착각
한다. 관리자와 경영진이 ‘가짜 일’을 만들어내
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최근 근무시간이 길기
로 소문난 기업들도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강
조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으로는 글
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효율성만이 정답
이 아니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혁신 기업이 
되려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
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열정
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가짜 일’을 하는 
구성원에게 열정과 성취감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가짜 일을 잘라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짜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동료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리
고 가짜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짜 일’은 독버섯처럼 구성원의 열정을 삼켜

버린다 

조직에 만연한 가짜 일에 대하여 깊이 파헤쳐

회사라는 
조직은 
전통으로 
포장된 관습과 
관행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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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가장 대표적인 가짜 일은 ‘의미없는 서류 
작업’이다.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
서’ 등 주로 상사나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드는 서류다. 구성원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을 명확히 알고 있다. 상사나 경영진은 구성원
이 해야 할 일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 구성원의 오늘 업무는 간단한 상호 소통
으로 충분하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상사나 경
영진이 구성원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라고 생각한다. 상사나 경영진의 만족을 
위하여 일일보고서를 만드는 ‘가짜 일’에 시간
을 낭비해야 하는가? 가짜 일로 낭비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출력, 보관, 관리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게 비용을 들여 보관된 보고서
는 그 뒤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않는다. 

_서울IR은 어떻습니까?
서울IR은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 주간 미팅 때 추가 업무
나 프로젝트 등 업데이트 사항만 간단히 정리
해 공유한다. 출장 전 출장계획서를 만들지 않
는다. 출장 전 약 20분 정도의 미팅으로 대신한
다. 출장 후 출장보고서도 없다. 출장 후에 약 
20분 정도의 미팅으로 업무 수행 내용을 점검
한다.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
짜 일’에 집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다른 ‘가짜 일’은 시간만 낭비하는 미팅이
다. 직장마다 많은 회의 때문에 정작 자기 업무
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회의가 기
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이 나왔
을까? 시간만 낭비하는 미팅에 지친 구성원은 
‘회의 그만하고 일 좀 합시다’라는 말을 공공연
히 하기도 한다. 기업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인 회의’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기대
에 못미치고 있다. 업무 시간의 20% 이상을 회

의나 미팅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면 가짜 일
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이뤄지는 
미팅은 ‘업무 공유를 위한 보고 형식의 미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 형식
의 미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형식
의 미팅이 더 많은가? 보통의 경우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기업은 보고형식의 미팅이, 수평적
이고 자율적인 기업은 토론형식의 미팅이 많
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하는 미팅인지, 상사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미팅인지 점검해보자. 회
의나 미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
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_서울IR은 어떻습니까?
서울IR은 회의와 미팅을 최소화하고 있고 프로
젝트 별 토론 형식의 미팅을 권장하고 있다. 프
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주어진 시간에 
활발하게 토론하고 업무의 성공과 성과 창출
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미팅 내용은 1페이
지로 간략히 요약해 공유하고, 합의된 사항은 
즉시 업무에 적용한다. 

시간만 
낭비하는 
미팅에 지친 
구성원은 
‘회의 그만하고 
일 좀 합시다’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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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짜 일을 하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당신 자신, 팀, 상사, 혹은 조직인가? 

“분주하다는 것이 곧 진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의 목적은 성과 혹은 성취에 있
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1847~1931)의 
말이다. 가짜 일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
고 진짜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모든 조직이 
스마트 워크를 추구하지만 가짜 일은 늘어만 
간다. 조직이 커질수록 가짜 일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관리하고 통제해야 효율이 높아진다
고 믿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짜 일이 하나의 기
업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조직 구조 내의 
모든 분야에서 ‘가짜 일’이 생겨나고 있다. 해
야 할 진짜 일은 늘 있기 마련인데, 직장 생활
을 하다 보면 가짜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곤 한다. 자신이 
‘가짜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자
문해봐야 한다. 

CEO 칼럼

①  나는 틀림없이 진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②  이게 바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인가? 회사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인가?

③  내 일은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런가?
④  나의 업무는 무엇인가? 내 일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⑤  내가 해야 할 업무에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위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고, ‘가짜 
일’을 찾아 잘라내 ‘진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가짜 일’을 전부 잘라내지 못할 수도 있
다. 그럴수록 ‘가짜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
력이 중요하다. 동시에 ‘진짜 일’에 쏟는 시간
을 늘려나가야 한다. ‘가짜 일’을 줄이고 ‘진짜 
일’을 늘린다면 회사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하는 일이 참 많다. 가짜
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구분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가짜 삶’을 살면 ‘진짜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법이다. 일도 마찬가지
다. ‘가짜 일’을 버리고 ‘진짜 일’을 찾아나서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구성원도 행
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분주하다는 것이 곧 진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의 목적은 성과 혹은 
성취에 있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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