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Q10 Preview: 기대할 것이 많은 2011년 

 4Q10 Preview: 4분기 순이익 -50.9%qoq 전망하며 이는 대손비용 증가에 기인 

– 4Q10 이자이익 +1.1%qoq 예상. 원화대출성장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및 고금리 조달자금의 Repricing효과, 일부 연체이자의 회수 등에 

따라 NIM +13bp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 

– 4Q10 대손비용 +36.4%qoq인 7,080억원 예상. NPL Coverage ratio(고정이하여신 대비 충

당금 적립비율) 상승 및 대출채권 크린화를 위한 충당금적립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 

– 4Q10 순이익 -50.9%인 2,499억원 예상. 이는 3Q10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하이닉스(세전 

1,520억원) 및 대우인터내셔널(세전 860억원) 매각이익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와 충당금적립

강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기대할 것이 많은 2011년 상반기 

– 2011년 세후기준 현대건설 매각이익 6,500억원과 삼성생명 소송관련 연체이자 유입 1,500억

원 등이 예상되어 상반기 순이익만 1.6조원 예상. 이는 2010년 예상순이익 1.3조원을 상회  

– 상대적으로 많은 PF대출 잔액 11.4조원에 대한 부담도 최근 부동산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민영화에 관련 이슈는 정부의 발표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듯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 19,000원 유지 

– 최근 1개월 및 3개월간 KOSPI 대비 각각 3.8% Outperform, 8.4% Underperform 

– 자산건전성 개선의 지연 우려와 민영화의 불확실성으로 현재주가는 2011년 PBR기준 0.7배에 

불과. 동행이 업종평균 PBR대비 20% Discount를 받았음을 감안해도(현재 2011년 기준 은행

업종 PBR 1.2배임) 너무 낮은 주가수준 

– 따라서, 동행에 대한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향후 자산건전성 개선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임 

 Earnings Summary 
4Q10E 1Q11E 2010E 2011E 

결산기(12월) 

(단위: 십억원) 예상치 
qoq

(%,%p)

yoy  

(%,%p) 

시장

전망치 예상치
qoq

(%,%p)

yoy

(%,%p)

2009
예상치 

yoy 

(%,%p) 
예상치

yoy

(%,%p)

순영업수익 1,844.1  -11.3 1.6  - 1,952.7 3.6 -11.6 6,933.0 8,091.8  16.7 8,789.3 8.6 

영업이익 347.9  -22.2 81.7  448.0 673.5 93.6 -20.2 1,383.0 1,972.6  42.6 3,587.6 81.9 

충전이익 1,055.9  -17.4 9.0  - 1,173.3 11.1 -18.5 3,679.0 4,913.6  33.6 5,561.5 13.2 

순이익 249.9  -50.9 59.6  307.8 480.5 92.3 -16.1 1,026.0 1,290.5  25.8 2,608.6 102.1 

NIM 2.3  0.1 0.0  - 2.3 0.0 -0.1 1.9 2.2  0.3 2.3 0.1 

대출성장 0.6  0.6 - - 1.8 1.8 - -1.7 0.1  - 7.7 -

EPS(원) 1,240  -50.9 59.6  1,528 2,384 92.3 -23.6 1,273 1,601  25.8 3,236 102.1 

BPS(원) 18,168  1.7 6.7  18,613 18,880 3.9 7.5 17,066 18,168  6.5 21,220 16.8 

ROE(%) 6.8  -7.3 2.3  9.3 13.0 12.7 -5.3 7.5 8.8  1.3 15.5 6.7 

PER(X) 12.5  - - - 6.5 - - 10.9 9.7  - 4.8 -

 

PBR(X) 0.9  - - - 0.8 - - 0.8 0.9  - 0.7 -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EPS, ROE는 annualized 기준 

시장 Consensus 대비 

Above  

In-line  

Below O 

 

BUY(유지) 
목표주가(12M, 유지) 19,000원 

현재주가(1/18) 15,550원 
 

Key Data (기준일: 2011. 1. 18) 

KOSPI(pt) 2,096.5 

KOSDAQ(pt) 529.0 

액면가(원)            5,000 

시가총액(십억원) 12,533.5 

52주 최고/최저(원) 18,300 / 12,950 

52주 일간 beta             1.50 

발행주식수(천주)         806,015 

평균거래량(3M,천주)            4,765 

평균거래대금(3M,백만원)         69,412 

배당수익률(10F,%) 3.2 

외국인 소유지분율(%) 2,096.5 

주요주주 지분율(%) 529.0 

예금보험공사 57.0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2 3.7 10.3 0.3 

KOSPI대비상대수익률 3.8 -8.4 -10.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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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 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 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상기 투자등급은 3월 3일부터 변경 적용함 

변경후 변경전 

ㆍSTRONG BUY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ㆍ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20%이상 ~ +50%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이상 ∼ +20%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미만 

 
ㆍSTRONG BUY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ㆍ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이상 ∼ +15%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미만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우리금융(05300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2009-11-18 BUY 22,000 

2010-01-21 BUY 22,000 

2010-02-10 BUY 18,000 

2010-04-06 BUY 20,000 

2010-05-03 BUY 20,000 

2010-05-24 BUY 20,000 

2010-05-26 BUY 20,000 

2010-07-14 BUY 18,000 

2010-08-04 BUY 18,000 

2010-10-12 BUY 19,000 

2011-01-19 BUY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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