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nvestor Relations) 자료
작성가이드
- 10분 발표용

※ IR (Investor Relations)이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 및 홍보 활동을 하여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IR 피치덱 작성 목차
항목
제품∙서비스 개요

세부항목
•

제품∙서비스 소개(이미지 포함), 차별성, 개발경과, 국내외 목표시장 등 요약

1. 문제인식 (Problem)

•

고객, 시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Problem, Needs), 개발배경 및 필요성 등

2. 해결방안 (Solution)

•
•
•

문제점 해결(개선)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기술소개, 보유기술 현황 등
기술준비도(RTL) 및 기술로드맵 등

3. 성과지표(Traction)

•

매출, R&D 수행이력, 시험결과(시공실적) 및 시제품 현황 등

4. 시장현황 (Market)

•

국내외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5. 경쟁력 (Competition) •

경쟁업체 비교,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

6. 팀 구성 (Team)

•

대표자 및 팀원의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

7. 투자유치 목적
(Funding)

•
•

목표 투자 유치 금액,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
투자유치, 인수∙합병, IPO 등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8. 부록 (Appendix)

•

사회적 가치, 언론보도 등

※ IR 피치덱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합니다.
IR 피치덱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되, 순서를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해주세요.

1. 표지(Cover)
▶ 기업명, 로고, 제품〮서비스의 한 줄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ㅇㅇㅇㅇ 사업계획서
- 아이템 한 줄 소개

년 월

03

2. 문제인식 (Problem)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 배경 및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 자사가 인지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 및 고객, 시장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 등을 기재합니다.

01

동사가 발견한 문제점은? 또는 고객의 니즈는?

02

그 문제/니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가?

03

그 문제는 왜 다른 곳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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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Solution)
▶ 제품∙서비스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개선) 방안을 기재합니다.
▶ 비즈니스 모델(BM), 제품∙서비스 구현 정도 등을 기재합니다.
▶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준비도(RTL) 및 기술로드맵
등을 제시합니다.

01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사만의 핵심 아이템/기술은?

02

핵심 아이템/기술의 현재 상황은?

03

핵심 아이템/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04

기술로드맵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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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지표 (Traction)

▶ 매출, R&D 수행이력, 시험결과(시공실적) 및 시제품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01

동사의 3개년간 매출은?

02

동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R&D 수행 이력은?

03

동사의 기술 적용 현황은?

06

5. 시장현황 (Market)
▶ 국내∙외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목표시장 규모, 동향 및 성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목표 고객, 포지셔닝 및 차별화, 가격 및 유통 전략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01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기재
- 매출 / 규모 / 유저 / 트래픽 등

02

해당 시장 진입을 위한 동사만의 전략은?

03

기술 외 마케팅, 가격 등 기타 부문에 대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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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쟁력 (Competition)
▶ 경쟁업체 비교,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 개발 경험, 과거의 사업 경험 등을 기재합니다.

▶ 회사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약점, 위험관리 방안 등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강점, 약점, 위기, 기회 등을 SWOT분석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원론적 수준의 SWOT분석은 지양해주십시오.

▶ 경쟁 업체 및 제품에 대한 분석 수준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동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타기업은?

02

경쟁사 대비 동사 기술만의 차별점은?

03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은?

04

동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R&D 수행 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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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팀 구성 (Team)

▶ 대표자 및 팀원의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합니다.

▶ 경영체의 현황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합니다.

01

CEO, CTO에 대한 간략한 소개

02

핵심 멤버 이력 기재

03

추가 채용 예정인 핵심 멤버 (해당 시)

※ 동사의 기업과 기술에 관련이 있는 이력 및 내용으로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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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유치 목적 (Funding)
▶ 목표 투자 유치 금액, 투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기재합니다.

▶ 투자유치, 인수합병, IPO 등 출구(Exit) 목표 및 전략을 기재합니다.

01

과거 투자 유치 경험 (해당 시)

02

투자 희망 금액 및 시기는?

03

투자금 사용 용도는?

04

단계별 투자금 사용 계획은?

05

Exit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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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 (Appendix)
▶ 이전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록에 추가해주십시오.
▶ 사회적 가치 등은 기업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1

시장 현황에 대한 기타 보완 자료

02

엑셀로 추정한 기업 예상 매출 (향후 5개년)

03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

04

지적재산권

05

계약서 및 양해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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