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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큐더스, 창립 20주년 맞아 주주 소통형 IR Page 출시
▶ 글로벌 IR 웹사이트 표준 기반 PC, 모바일, 전용 앱 등 3가지 버전 개발
▶ 기업별 투자자 대상 IR자료 공유 + 알리기 + 투자자 관리를 한번에 → 온라인 IR 필수 아이템
▶ 지속적인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활성화로 높은 기업신뢰도 형성 토대 마련

<2020-02-20>
IR큐더스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주주 소통형 IR 웹사이트(이하 IR Page)를 출시했다.
IPR 컨설팅 전문기업 IR큐더스(공동대표 이준호, 이종승)는 20일, 기업과 주주 간의 실시간 커뮤
니케이션이 가능한 주주 소통형 ‘IR Page’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IR 웹사이트 표준을 제시했다.
IR Page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나 상장을 준비 중인 IPO 예정 기업이 주주 및 잠재투자자
에게 IR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IR 웹사이트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의 IR 웹
사이트 운영 노하우 분석기반 구글향, 삼성향으로 모델링해 IR사이트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
IR Page를 신청하면 PC용 IR Page 웹사이트 구축을 비롯해 모바일, IR Page 전용 앱이 만들어지며,
이를 간편하게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도 제공된다.
이로써, IR Page는 글로벌 표준으로 △IR 웹사이트 관리부터 정보공유 △주주확보 및 관리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게 지원하며 △국내외 증권/금융플랫폼에 실시간 기업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채널
기능도 장착했다.
실제 IR 담당자는 CMS를 통해 기업정보를 PC, 모바일, 전용 앱 모든 화면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 IR Page 배포 기능 사용 시 네이버 증권을 비롯한 11개 증권사 HTS/ MTS 및 금융 플랫
폼 채널에 IR 자료 확산 및 배포가 가능하다.
또, IR Page 앱을 통해 주주와 기업 간의 핫라인 구축을 도모한다. 모바일에 익숙한 주주에게 기업
투자를 모바일로 검색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기업의 실질주주와 관심 투자자를 파악
해 기업 소식을 직접 전달한다. IR Page 내에서 기관투자자의 IR미팅 요청 응답과 일정 관리도 가
능해 IR담당자에겐 신통한 온라인 IR 필수아이템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회사의 신규 서비스와 제품 정보, 웹캐스팅 및 컨퍼런스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홍보 자료를 주주 및 잠재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확산시키는 알리기 기능까지 탑재됐다. 이
모든 기능을 IR 담당자가 전문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주주와 잠
재 투자자들과의 소통 활성화를 견인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O기업의 경우, 기업별 맞춤 투자자 DB를 활용해 IPO 정보와 IR Book, FAQ, 보도자료 등을
IPO단계에 맞춰 직접 배포할 수 있어 전략적인 IPR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상장사의 경우도 기존
홈페이지 IR메뉴와 IR Page를 통합해 공시, 재무, 주총 정보를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자자 미팅 관리, 정보 공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IR업무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IR큐더스 이종승 대표는 “해외 글로벌 기업은 이미 IR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IR 활동을 진행해
왔다”라며 “글로벌 기업의 IR 운영 노하우를 담은 IR Page를 통해 IRO의 적극적인 IR활동을 지원
하고 기업과 주주 및 투자자간 소통 활성화로 기업 신뢰도를 높여 기업가치의 극대화 기반이 갖
춰 지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한편, IR큐더스는 창립 20주년과 IR Page 런칭을 맞아 최근 3개년(2017~2019년) 신규 상장사를 대
상으로 선착순 50개 기업 신청을 받아 IR Page를 무료로 구축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IR Page 담당부서 (070-5068-6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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