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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소개

창조투자자문

대표이사엄태웅

2013년 7월 9일설립

임직원수 6명

이메일 cji7374@daum.net

전화 02) 780-7374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208호

회사 개요 창조투자자문 연혁

7.09 당사설립
11.15 투자자문업등록

2013

고객수탁고지속증가중

2018

2018

3.29 투자일임업등록
K기관자금유치

2016



이사회

CEO

자산운용본부 리스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주식운용팀 리서치팀 마케팅팀 경영지원팀

2.조직도



2.조직도

운용/리서치 인력

이현석
(Pre-ipo, 스몰캡)

서울증권법인영업팀, 파생상품팀

흥국증권경영관리팀

아이엘사이언스 CFO

LIG투자증권주식운용팀

창조에셋주식운용팀

現)창조투자자문주식운용총괄팀장

금융경력 14년

운용경력 10년

이현철
(토목, 건설, 인프라, 금융)

LIG손해보험리서치업무

흥일기업생산기획팀

창조에셋부사장(주식운용총괄)

現) 창조투자자문리서치총괄

금융경력 11년

운용경력 8년

김주호
(운용및 리서치제반업무)

운용 및 리서치제반 관리

일정 관리

운용경력 2년

창조투자자문주식운용팀

강태원
(IT, 반도체, 통신, 화학)

삼성코닝정밀소재 BATCH엔지니어

現) 창조투자자문리서치담당

운용경력 4년

창조투자자문

엄태웅
(총괄)

AIA 생명영업부

㈜플래이더하우스이사

現) 창조투자자문대표이사

금융경력 10년

운용경력 8년



전문가의 눈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여

투자의 기회를 창조합니다.
투자처의가치가시장에서아직확인되지않을때 창조투자자문이 가장먼저그 가치를찾아 냅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는 시점이 가장 큰 투자포인트가 될 수 있기에 급성장하기 좋은 중소형주에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의본질적인가치와 시장의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해놓은 기본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3. 투자의 대한 창조투자자문의 철학

창조투자자문의기본투자원칙

가치투자

저PER 고성장

시장트렌드

위험관리

손절라인지정

포트폴리오관리

동종업계분석

비교업체및업종의

철저한분석

시장유연성

시장을이기려말고

순응하자



KOSDAQ

KOSPI

장내 주식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정주가를 평가합니다. 회사의 가치와
주가의 이격에 따라 매매를 진행합니다.

MEZZANINE

매자닌 투자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겸비한 투자로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PRE-IPO

K-OTC

비상장 주식 운용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를 기반하여
상장 가능성 있는 회사를 발굴합니다.
청구 전에 미리 확보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KONEX

SPAC

KONEX, SPAC 발굴
상장이 가시화 되는 KONEX기업과

SPAC상장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3. 자산운용 운용전략



가치투자를 위한 종목 선정

저PER주, 고성장 가능주 중에 시장 트렌드에 따라
투자 기회가 있는 회사들을 먼저 선별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통한 투자 결정

고평가 판단시 투자 유보, 철회
저평가 판단시 시장변화에 맞춰 매매 진행

기업탐방을 통한 실사

다년간 기업탐방을 통한 회사 실사의 노하우를 통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동종업계 비교분석

산업 분석과 유사업체 비교분석을 통해
그 기업의 가치와 역량을 평가하여

적정주가를 산출합니다.

4. 자산운용 프로세스

투자종목선정

(1차분석)

동종업계분석

(2차분석)

기업탐방

(3차분석)

최종보고서

(목표가,손절가 산출)

저평가

투자진행

(시장변화에맞춰서진행)

고평가

투자철회

1 2 3 4

창조투자자문투자결정 Process



(주)창조투자자문은새로운 투자처발굴과안정적인수익창출을위한 끊임없는노력으로다수의언론
매체에 보도되고있습니다. 

10. 언론보도 내용



• 최소 계약금액 : 5천만원

• 계약 기간 : 1년 (이후 년단위 갱신가능)

• 수수료 : 선취 수수료 1.5%

성과보수는 7% 이상 수익분에 대한 20%

창조투자자문 일임계약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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