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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있어서 자본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평가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기업의 가치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 투자자들, 대중으로부터 경영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이끌어냄은 물론 기업의 가치를 주가에 반영시켜

기업 경영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최적의 온-오프라인 IR 

홍보프로그램입니다.

위너스 클럽 소개

Winners IR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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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리얼타임

실시간 뉴스

시장의 신뢰
시장을 움직이는
전문성 있는 기사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 IR 뉴스
취재 및 관리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 뉴스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비롯하여 약 20여개 증권사 HTS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리얼타임 실시간 뉴스 제공

경제전문 기자 100여명이 24시간 생산하는 전문성 높은

경제기사 등 시장을 움직이는 신뢰성있는 증권전문, 투자

전문 콘텐츠 생산

주가 및 홍보 관련 기사의 신속한 보도 및 실시간 기사 업데이

트 회원사에 관련된 루머나 오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맞춤형

IR 뉴스 취재

( CEO인터뷰, 분기별 실적, 기업PR, 브랜드 기사 등 )

위너스 클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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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및 비상장 기업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비 고

온라인 회원사 소개 페이지 오픈 1년

편집국 기획
및 취재 기사

CEO 인터뷰 연 2회

공시, 주가 관련 기사

월 평균 1~2회

기업, 제품 등 홍보 PR 기사 / 보도자료 기사

지면광고 컬러 또는 흑백 전면 ∙ 9단 ∙ 5단 중 택 1 연 1회

온라인광고 배너광고 연 1개월

대상기업

서비스

위너스 IR 클럽 서비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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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개 페이지01

위너스 IR 클럽 서비스 화면

ㆍ기업의 주가정보 제공

ㆍ해당 기업의 다양한 관련 기사 맵핑 시스템

ㆍ재무분석(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 등)

*위너스 IR클럽 회원사 페이지 : https://www.etoday.co.kr/winnersclub/wns_member_list

https://www.etoday.co.kr/winnersclub/wns_member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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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터뷰02 공시, 주가 관련 기사03

CEO 인터뷰를 통한 기업의 경영비전 홍보 공시, 기업실적, 경영 등 주가 관련 기사

위너스 IR 클럽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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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 등 홍보 PR 기사04

기업, 제품, 브랜드 등 홍보 PR 기사

위너스 IR 클럽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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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광고 1회05 배너광고 1개월06

전면

5단

9단 9단

전면,  9단,  5단 중에 선택 메인 또는 속보창 1개월

위너스 IR 클럽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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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신한금융투자 · 삼성증권 ·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 IBK증권 · SK증권 · 교보증권 · 메리츠증권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 코스콤 · 키움증권 · 하나금융투자 · 한국금융지주 · 유안타증권

·DB금융투자 ·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토스증권

콘텐츠 제공처

증권사 HTS / MTS

포털사이트 및 전문 증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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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자 기획사업부 부국장 김재현

ㆍ연락처 T. 02-799-6782

M. 010-6423-5821

ㆍ이메일 jaegus@etoday.co.kr

ㆍ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9층 (우:06044)

위너스 클럽 담당자

기업의 홍보마케팅과 투자정보 제공의 전략적 파트너,

위너스 IR클럽 서비스에 귀사를 초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