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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비교를통해은행업종의추가상승여력과종목별매력도분석

■은행업종상승여력은? : 20% 초과상승가능
KOSPI가 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은행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안정적인 주가 상승으로 은행주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업종 PBR 1배 수준에 도달하 지만,

KOSPI의 동반 상승으로 은행업종의 Market PBR 대비 할인율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주

의시가총액비중도평균수준을하회하고있다. 

은행업종이대표적인거시경제순환(Macroeconomic Cycle) 업종이기때문에과거 Historical 분석이필요

하다. 은행업종은거시경제환경변화에따라각부분별로Valuation과주가의변화를가져온다. 이러한정

상적인거시경제변화과정에서외부Shock가발생할경우극심한주가와펀더멘털변화를가져온다. 

우선 첫번째로 2002~2003년 신용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기간(2005년)과의 비교, 두번째의 금

융위기 확대 이전(2007년)과의 비교를 통해 회복기인 기간(2011년)의 대출성장률, NIM, Credit cost,

ROE 등 펀더멘털 변수의 개선 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안정적인 수준의 개선으로 판단되고, 경기선행

지수의상승이기대된다는점을감안하면 Valuation Gap은 과도하다고판단하 다. 펀더멘털변수의개

선폭을감안할때과거와같은 Valuation 프리미엄을기대하기는어렵지만, 적정한 할인율은 -10% 수

준으로판단되어 20%의초과상승여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매력적인종목은? : 하나금융, KB금융, 기업은행
당사는 은행주업종의 Valuation이 최고 프리미엄을받았던 시기, 금융위기 확산 직전, 현재의 상황을각

은행별로주요지표들의상황을비교하고추가적인상승여력과상대적인투자매력도를판단하 다. 

각 은행별로주요지표와주요특징들을분석한결과현재시점에서업종내상승여력이가장큰종목은

하나금융으로 판단된다. 과거 시점들과의 펀더멘털 수준 비교와 외환은행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Valuation 프리미엄변화등을감안해볼때하나금융이은행업종내에서상승여력이가장클것으로예

상된다. 하나금융외에 KB금융은수익성개선과펀더멘털정상화로인한프랜차이즈밸류회복으로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은행도 기업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우수한 수익성이

반 될경우추가상승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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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보고서공표일기준으로해당기업과관련하여, 
▶회사는해당종목을1%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그배우자는해당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보고서는기관투자가및제3자에게E-mail등을통하여사전에배포된사실이없습니다. 
▶회사는6개월간해당기업의유가증권발행과관련주관사로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당보고서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 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
었음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심규선, 강현수)

본분석자료는투자자의증권투자를돕기위한참고자료이며, 본자료에의한투자자의투자결과에대해어떠한목적
의증빙자료로도사용될수없으며, 어떠한경우에도작성자및당사의허가없이전재, 복사또는대여될수없습니
다. 무단전재등으로인한분재발생시법적책임이있음을주지하시기바랍니다.
1. 종목추천투자등급 (추천일기준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향후 6개월간추천일종가대비해당종목의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미만, -
15%미만, -Sell(매도): 추천일종가대비-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Overweight(비중확
대), -Neutral(중립), -Underweight(비중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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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업종추가상승여력은? 

은행업종지수는 지난 1개월간 6.2% 상승하여 KOSPI 상승률을 1.2%p 상회하 고, 지난 3개월간
10.2% 상승하여KOSPI와비슷한수준의상승률을시현하 다. 최근안정적인주가상승으로은행
주투자판단기준으로작용하는업종 PBR 1배 수준에도달하 지만, KOSPI의 동반상승으로은
행업종의 Market PBR 대비 할인율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주의 시가총액 비중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KOSPI가 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은행주에 대한 추가적인 투
자판단이필요한시점이다.

은행주 투자의견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인 1)매크로지표의 회복(경기선행지수 조정 마무리), 2)은행
펀더멘털회복이라는시기가임박한시점이라는점을감안하면과거외부, 내부환경변화에따른
주가움직임과Valuation 수준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과거 Historical 분석이필요한이유는은행업종이대표적인거시경제순환(Macroeconomic Cycle)
업종이기때문이다. 은행업종은거시경제환경변화에따라 <표1>과같은과정을거치면서각부분
별로 Valuation과 주가가 변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거시경제 변화 과정에서 외부 Shock가 발생할
경우 극심한 주가와 펀더멘털 변화를 가져온다. 당사는 현재 은행업종지수와 과거 은행업종지수를
비교하여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은행업종 내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검토하
다.

<표1> 경기순환Cycle과은행주가변화

자료: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당사는 은행주를 두 개의 비교시점으로 나누어 비교하 다. 우선 앞에서 제시한 경기순환과정에서
의 은행주 움직임을 큰 구간으로 나누어 현재 시점이 회복기로 판단되어 신용위기 극복 이후와 비
교하고, 두 번째로 외부 Shock인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로벌 은행주들의 Valuation을 하락 시
키기이전시점과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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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 상승시 대출증가 → 경기 상승기에서 경기하락 전환시까지 대출 과열 → 경기하락기를 거치면서 대출 정체, 부실증가

→대규모대손비용발생→부실처리후경기회복기와맞물려대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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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2005년신용위기극복이후와비교

A기(2004년~2005년)는 신용카드에서 시작된 신용위기를 극복한 이후를 의미한다. 2004년 대출
증가율은 5.2%로하락하 으나, 2005년 8.3%로회복되었고, 대출증가율-명목GDP증가율을차감
한 실질 대출 증가율도 2004년 -2.6%에서 2005년 +3.6%로 회복되어 신용위기를 극복하면서 점
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 다. NIM은 2004년 2.82%로 상승하 으며, 2005년에는 3.08%로 개선
되었다. 신용위기시에 1.4%수준까지하락하 던 ROE는 2004~2005년에는 15~21%까지상승하여
큰 폭으로 수익성이 개선 되었다.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2003년 177bp로 Peak를 기록한 이
후 2004년 116bp, 2005년 40bp로 크게 개선되었다. 경기선행지수는 2004년 하락기를 거쳐
2005년에는 상승 하 으며, 펀더멘털 개선과 함께 선행지수 상승이라는 변수 개선으로 인해 은행
업종 Valuation은신용위기시 -20% 수준의할인율을적용받았으나, 2004년에Market PBR 수준
을회복하 고, 2005년에는최고Market PBR 대비 28%의프리미엄을적용받았다. 

B기(2010~2011년)는 기업대출과 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위기를 극복한 이후를 의미한다. 2009년
3.9%로하락한대출증가율은 2010년에도 3.6%로저조하 으나, 2011년에는 8% 수준으로회복될
전망이다. 실질대출 증가율도 2009년 0.4%로 하락하 고, 2010년에는 -5.4%로 저조하 으나,
2011년에는 3.5%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A기와 비교하여 대출증가율 개선 폭은 낮지
만, 실질대출증가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2009년 2.15%로 급락했던 순이자마진은
2010년 2.4%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에는 2.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2.8~3%
수준이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수준이지만, 2.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다. 금융위
기시에최저 4%까지하락하 던 ROE는 2010년 8%로상승하 고, 2011년에는 12% 수준으로회
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2010년에도 75b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2010년 3년간 모두 70bp 이상을 시현했지만, 2011년에는 55bp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
다. 경기선행지수는 2010년 하락조정기를 거쳐 2011년에는 상승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
정적이다. 금융위기시 최저 0.5배 수준까지 하락하 던 은행업종 PBR은 2009년 선행지수 회복과
맞물려 1.2배까지 회복하 다가 2010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0.9배 수준이었고, 최근 상승하여 1배
수준을 회복하 다. 최대 Market PBR 대비 43%까지 확대되었던 은행업종 Valuation 할인율은
2009년 -15%까지회복되었다가 2010년에는 -35%까지확대되었고, 최근에는 -30% 수준이다. 

A기와비교할때 B기의대출성장률, NIM, Credit cost, ROE 등 펀더멘털변수의개선폭은작지
만, 최근 업황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의 개선으로 판단되고,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이 기대된다
는점을감안하면Valuation Gap은과도하다고판단된다. 

<표2> 변수개선폭은과거신용위기이후회복기에비해미흡하지만, 과도한 Valuation 할인구간

AA::22000044~~22000055년년((신신용용카카드드사사태태 이이후후)) BB::22001100~~22001111년년((기기업업대대출출 위위기기,, 로로벌벌금금융융위위기기 이이후후)) 평평가가
Loan Growth 2004년대출증가율 5.2%로하락하 으나, 2009년대출증가율은 3.9%로하락하 으며, 2010년에도 A기에비해 B기의대출증가율

2005년 8.3%로회복 3.6%로미미하 음. 2010년대출증가율 8% 회복전망 개선폭낮지만, 최근경기변수감안
대출증가율-명목GDP증가율을차감한실질대출증가율은 실질대출증가율도 2009년 0.4%로하락하 고, 2010년에는 하면안정적인성장으로평가
2004년 -2.6%에서 +3.6%로회복 -5.4%로침체. 2011년에는 3.5%수준회복전망

NIM 2004년 2.82%, 2005년에는 3.08%로상승 2009년 2.15%까지하락하 다가 2010년 2.4%로회복. A기에비해 NIM 수준은 40~50bp
2011년에는 2.5% 수준까지회복가능 낮은수준에서유지될전망

ROE 신용위기 던 2003년 1.4%까지하락했다가 금융위기시최저 4%까지하락하 던 ROE는 2010년 8%로 ROE 회복은 A기의 20% 수준까지
2004년~2005년 15~21%까지상승 상승하 고, 2011년에는 12% 수준회복가능 회복되기는어려울것

Credit Cost     2003년 177bp로 Peak 기록후 2004년 116bp, 2008년~2010년 3년간 70bp 이상이었으나, Credit cost 50bp 수준을유지할
(총자산기준) 2005년 40bp로하락 2011년에는 55bp 수준으로하락가능 수있다면매우긍정적
경기선행지수 2004년하락기, 2005년상승기 2010년하락조정기, 2011년상승기전망 경기선행지수조정마무리는은행업종

주가에큰의미가있음
Valuation 신용위기시 -20%의할인율까지적용받았으나, 2004년에는 금융위기시 -43%까지확대되었던할인율은 2009년 현재주가수준은과도한할인율을

Market PBR 회복, 2005년에는최고 28%의프리미엄 -15%까지회복되었다가 2010년에는 -35%까지다시확대. 적용받고있는구간이라는판단
최근주가상승으로 -30% 수준유지

자료: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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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05년신용위기회복이후시기와비슷한움직임보이며회복될것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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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서브프라임에서시작된금융위기확산이전과회복기(2011년) 비교

<표3>의 A기(2007년)를 보면 경기 상승기 던 2007년 대출증가율은 14.3%로 높은 증가율을 보
는데, B기(2011년)에는 대출증가율은 8% 수준으로 전망된다. 실질대출증가율은 2007년 7% 으
며, 2011년에는 3.5% 수준으로전망된다. 실질대출성장률 3~4% 수준이면안정적인수준의성장
률을시현하는것으로판단된다.

A기에는금융위기의확산이국내은행펀더멘털에는큰 향을미치지않았다. ROE도 17~18%를
유지하 으며, NIM도 2.7% 수준이었다. 2011년에는 ROE는 12% 수준으로 상승하고, NIM은
2.4~2.5%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향후 경기회복이 진행되더라도 ROE와 NIM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을회복하기는어려울전망이다. 

A기에는 대손비용률(Credit cost)이 34bp로 낮아졌는데, 이는 대출 성장의 효과와 과거 충당금의
환입등에서 발생한 향이며, 2011년에는 55bp 수준으로 전망된다. 당사는 경상적인 수준의
Credit cost를 50bp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 조정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
다. 2007년에도 경기선행지수 상승기 다는 점과 2011년에도 경기선행지수 조정이 마무리 되고
상승전환하는시점이라는부분이긍정적인 향을미칠전망이다. 

A기에는 Valuation 부분에 있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금융위기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은행
업종PBR 1.6배로 Market PBR 대비 12%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다가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 로
벌 금융위기 확대라는 Risk가 부각되면서 PBR이 1.1배로 하락하 고, Valuation 프리미엄이 -
34%의 할인율로 바뀌었다. 은행업종의 Valuation 할인율 확대에는 외부 Shock의 향이 크게 나
타났다. 최근 은행업종 Valuation 할인율은 -30% 수준으로 외부 Shock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감안하면과도한할인율이적용되고있는구간으로판단된다.

(3) 결론 : (1), (2)의 구간별분석을통한결론

첫번째로비교한2002~2003년신용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의기간(2004~2005년)과의비교, 두
번째의 금융위기 확대 이전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회복기인 기간(2010~2011년)의 대출성장률,
NIM, Credit cost, ROE 등 펀더멘털변수의개선폭은작지만, 안정적인수준의개선으로판단되
고,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Valuation Gap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펀
더멘털변수의개선폭을감안할때과거와같은Valuation 프리미엄을기대하기는어렵지만, 적정
한할인율은-10% 수준으로판단된다. 

<표3> 금융위기확산이전수준과비교시추가상승여력충분

AA::22000077년년((금금융융위위기기 확확산산 이이전전)) BB::22001100년년하하반반기기~~22001111년년((금금융융위위기기 극극복복 이이후후)) 평평가가
Loan Growth 2007년대출증가율 14.3%, 실질대출증가율은 7% 2011년 8% 대출증가율전망되고, 실질대출증가율은 대출증가율상승폭과거에비해하락

수준이었음 3.5% 수준예상 하 지만, 실질대출성장률 3~4% 
수준이면안정적으로평가

NIM 2007년 NIM 2.7% 2010년 2.4%로회복된 NIM은 2011년에도 2.4~2.5% 추가적인 NIM 하락없다면긍정적
수준유지가능전망

ROE 2007년 ROE는 18% 2010년 8%로회복된 ROE는 2011년 12% 수준으로회복가능 ROE 개선폭은제한적
Credit Cost      충당금의환입, 대출증가효과등으로인하여 Credit cost는 2010년 75bp 기록한이후 2011년 55bp 수준으로하락전망 50bp 정도의 Credit cost는 정상적인
(총자산기준) 2007년 34bp로하락 수준으로판단
경기선행지수 2007년상승기 2010년하락기, 2011년상승기전망 경기선행지수반등이은행주상승

Level-up 가능
Valuation PBR 1배로Market PBR대비 12% 프리미엄받다가미국 금융위기시최저 0.5배까지하락했던은행업종PBR은 Market PBR 대비프리미엄받기는

서브프라임 Risk 확대되면서 1.1배로하락하 고 1배수준으로상승하 지만, Market PBR 대비 어렵지만, 할인율은 10% 수준이
최저 -34% 할인받았음 할인율은 30% 수준유지 적정하다고판단

자료: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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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종목이가장매력적일까? : 하나금융지주가장매력적

앞부분의은행업의과거시점과의비교결과를통해은행업종은큰 Cycle 상에서경기회복과맞물
리면서회복기에진입한구간으로판단할수있고, 금융위기이전과비교할때펀더멘털구성변수
들의회복수준은조금미치지못하지만, 외부Shock에의해하락한 Valuation을회복할수있다고
전망하여Market Valuation에비해 30%나할인받고있는현재상황은과도하며 -10% 수준을적
정할인율로판단하 다.

그렇다면종목별로각변수들의상황을분석하여매력도가큰종목을판단한다면어떨까?

당사는은행주업종의 Valuation이최고프리미엄을받았던시기, 금융위기확산직전, 현재의상황
을 각 은행별로 주요 지표들의 상황을 비교하고 추가적인 상승여력과 상대적인 투자매력도를 판단
하 다. 

각 은행별로 주요지표와 주요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업종 내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은 하나금융으로 판단된다. 과거 시점들과의 펀더멘털 수준 비교와 외환은행 인수 후 발생할
수있는 Valuation 프리미엄변화등을감안해볼때하나금융이은행업종내에서상승여력이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외에 KB금융은 수익성 개선과 펀더멘털 정상화로 인한 프랜차이즈
밸류회복으로추가상승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 기업은행도기업대출건전성에대한우려가사라
지고, 우수한수익성이반 될경우초과상승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KB금융지주: 펀더멘털회복으로Valuation 프리미엄현수준에서상승가능

<그림2>를 보면 KB금융은 지난 2005년 PBR 2.1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 대비 23%의 프리미엄
을받고있어업종내에서가장높은프리미엄을받고있었다. ROE는 20.9%, NIM 3.94%로업계
최고수준을유지하 으며, 대출성장률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다. 경쟁은행과의펀더멘털변수
를비교할 때 상대적인 프리미엄이 가장 부각되었던 시기 는데, 신용카드 위기를 극복하면서 리테
일부문의강점이유지되면서리딩뱅크로서의위상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금융위기가확산되기전인 2007년 1분기말~2분기초를기준으로보면 PBR은 1.75배로은행업종
평균 PBR대비프리미엄이 13%로축소되었는데, 2007년 KB금융의 ROE는 16.6%, NIM 3.6% 수
준이었으며, 대출성장률이 16.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양호하 다. 견조한 펀더멘털에도 불
구하고상대적인프리미엄이축소된이유는신한지주의사업다각화및우리금융의공격적인성장전
략등으로리딩뱅크로서의위상이축소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현재(1월 14일기준) KB금융은 PBR 1.1배로업계평균 Valuation 대비 9% 프리미엄을적용받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겪으며 지난 3년간 훼손되었던 펀더멘털이 회복되면서 2011년 ROE는
11.5%, NIM은 2.8~2.9%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성장률 8% 수준을 감안한다면
신한지주와 함께 업계 1~2위의 시장지배력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가 판단하는 업
종평균대비적정프리미엄은15% 수준이므로추가적인상승가능성은높을것으로전망된다.

신한금융지주: 우수한펀더멘털유지되지만, 업종내Outperform 폭은제한적전망

<그림3>을 보면신한지주는지난 2005년 PBR 1.74배로은행업종평균 PBR 대비 3%의프리미엄
을 받고 있었으며, ROE는 23.4%, NIM 2.04%, 대출증가율 8.7%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 다.
우수한수익성에도불구하고프리미엄이높지않았던이유는상대적으로시장지배력이약했기때문
이며, LG카드인수이전에아직사업포트폴리오의강점이부각되지못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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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분기말~2분기의 PBR은 1.59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대비 프리미엄이 3% 수준을 유지
하 는데, 2007년 신한지주의 ROE는 23.6%, NIM 2.35% 수준이었으며, 대출성장률도 18.3%로
업계최고수준이었지만, 상대적인프리미엄이낮았던시기로판단된다. 

현재(1월 14일 기준) 신한지주의 PBR은 1.27배로 업계 평균 Valuation 대비 27% 프리미엄을 적
용받고 있어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Valuation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안정적인이익을시현하여견조한수준의펀더멘털을유지했기때문이며, 상대적으로KB금융의펀
더멘털 훼손이라는 상대적인 수혜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1년 ROE는 13.2%, NIM은
2.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성장률은 9%로 예상하고 있다. 동사의 우수한 펀더
멘털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프리미엄은 3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대적인 Outperform
폭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우리금융지주: 추가적인Risk 해소과정거치기전에는업종내Outperform 가능성낮음

<그림4>를보면우리금융지주는지난2005년 PBR 1.67배로은행업종평균PBR 대비소폭할인받
고있었다. ROE는 17%, NIM 2.97%, 대출증가율17.5%로KB, 신한보다는부족했지만, 우수한수
준을유지하 다. 연체율이나NPL비율등건전성지표도업종내에서낮은수준을유지하 다.

하지만, 2007년 1분기말~2분기의 PBR은 1.43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대비 -8% 할인받게되어
할인 폭이 확대되었다.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이었지만, ROE 14.2%, NIM 2.49%로 수익성지표가
낮아졌으며, 서브프라임위기조짐이보이면서상대적으로할인율이확대되었다. 

현재(1월 14일기준) 우리금융의 PBR은 0.77배로업계평균 Valuation 대비 22% 할인받고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부실이 심각한 은행으로 부각되었고, 파생상폼, 조선, 건설업 구조조정,
PF대출 Risk 등으로 인해 대규모 대손비용이 발생하 다. 2011년 예상 ROE 9.3%로 전망되어 정
상적인상황이라면할인율이해소될가능성이높지만, 동사의 NPL비율과연체율, PF규모, 지배구
조등을감안할때은행업종내에서금융위기로인한부실 Risk가가장많이남아있는것으로판단
되어 투자심리에 가장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Risk의 해소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Valuation 할인율이해소되기는어렵다고판단되어상대적인Outperform 폭은낮다고판단된다. 

하나금융지주: 업종내Outperform 폭가장클것으로예상되는Top pick. 현재 -10% 할인율이
+10% 프리미엄으로전환될것

<그림5>를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05년 PBR 1.47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 대비 13% 할인
받고있었다. ROE는 16.9%, NIM 2.42%, 대출증가율 6.7%로 Big3(KB, 신한, 우리)에 비해주요
지표가 열위에 있었으며, 건전성 비율은 우수하 지만, 낮은 시장점유율이 프랜차이즈밸류 측면에
서할인요인으로작용했다. 

2007년 1분기말~2분기의 PBR은 1.09배로은행업종평균 PBR대비 -30%로 할인폭이확대되었
는데, ROE는 14.6%로 우수한수준을유지하 으나, Big3외의중형은행의할인율이확대되는시
기 다. 

현재(1월 14일 기준) 하나금융의 PBR은 0.9배로 업종 평균 Valuation 대비 할인 폭은 축소되어
11% 할인받고있다. 2011년예상ROE 11.5%, NIM 2.2% 수준으로회복되어Big3와비교할때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중인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Big3 수준의 업망
구축, 해외부문의경쟁력, ROE 1.5~2%p 상승, 시장지배력증가에따른Valuation 상승등의효과
로인해초과상승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당사는업종평균대비받는프리미엄이+10% 수준으
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어유니버스에포함된은행업종목중가장상승폭이클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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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KB금융: 펀더멘털회복으로Valuation 프리미엄현수준에서상승가능

자료: KB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KB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3> 신한지주: 우수한펀더멘털유지되지만, 업종내Outperform 폭은제한적전망

자료: 신한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신한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4> 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 추가적인 Risk 해소과정거치기전에는업종내Outperform 가능성낮음

자료: 우리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우리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5> 하나금융: 업종내Outperform 폭가장클것으로예상되는 Top pick. 현재 -10% 할인율이 +10% 프리미엄으로전환될것

자료: 하나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하나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76,500 83,500 60,900 
Valuation PER 11.40 10.90 9.90 

PBR 2.08 1.75 1.09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23% 13% 9%
ROE 20.90% 16.64% 11.47%
NIM 3.94% 3.60% 2.76%
Loan growth -3.39% 16.47% 8.00%
연체율 1.70% 0.86% 1.21%
실질연체율 2.06% 1.03% 1.44%
NPL비율 1.70% 1.00% 2.30%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41,050 52,900 53,800 
Valuation PER 7.97 8.58 10.58 

PBR 1.74 1.59 1.27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3% 3% 27%
ROE 23.40% 23.63% 13.19%
NIM 2.04% 2.35% 2.19%
Loan growth 8.69% 18.31% 9.00%
연체율 0.92% 0.70% 0.72%
실질연체율 0.99% 0.68% 0.77%
NPL비율 0.99% 0.74% 1.77%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20,100 23,300 15,700 
Valuation PER 9.60 9.27 7.68 

PBR 1.67 1.43 0.77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2% -8% -22%
ROE 17.00% 14.20% 9.29%
NIM 2.97% 2.49% 2.24%
Loan growth 17.49% 17.93% 7.00%
연체율 1.39% 0.84% 1.33%
실질연체율 1.39% 0.84% 1.52%
NPL비율 1.23% 0.86% 3.61%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46,200 49,000 48,850 
Valuation PER 10.06 8.12 8.15 

PBR 1.47 1.09 0.89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13% -30% -11%
ROE 16.90% 14.56% 11.51%
NIM 2.42% 2.31% 2.20%
Loan growth 6.73% 9.51% 8.00%
연체율 0.89% 0.86% 0.70%
실질연체율 0.98% 0.86% 1.04%
NPL비율 0.98% 0.8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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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우수한수익성감안할때Valuation 프리미엄확대전망

<그림6>을 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PBR 1.69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 수준이었다. ROE는
18%, NIM 3.23%, 대출증가율19.2%로우수했지만, 정부지분이높은은행이라는점, 기업대출에편
중된대출구조등으로인해프리미엄을받지못했다. 2007년1분기말~2분기의PBR은1.29배로은행
업종평균PBR대비-17%로할인폭이확대되었는데, ROE는18.6%로우수한수준을유지했고, 대출
성장률도 15.3%로 우수하 으나, Big3 외의 중형 은행의 할인율이 확대되는 시기 기 때문이다. 그
이후금융위기를거치면서기업대출익스포저가크다는점때문에추가적으로하락하 다.

현재(1월 14일기준) 기업은행의 PBR은 1.03배로업종평균 Valuation 대비 3% 프리미엄을받고
있다. 2011년 예상 ROE 14.1%, NIM 2.7% 수준을 감안한다면 시중은행들에 비해 2%p 정도 높
은우수한수익성을감안할때추가상승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당사는기업은행의업종내적
정Valuation 프리미엄수준을10% 수준으로예상한다.

외환은행: 향후펀더멘털변화, 수급요인등을감안하면할인율축소되기어려울것

<그림7>을 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5년 PBR 1.61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 대비 5% 할인받는
수준이었다. ROE가 높고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은행으로 부각되었다. 2007년 1분
기말~2분기의 PBR은 1.47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대비 할인율은 -5% 수준을 유지하 지만,
M&A 프리미엄부각등의이슈로경쟁은행들에비해높은Valuation 수준을유지하 다. 

현재(1월 14일 기준) 외환은행의 PBR은 0.8배로 업종 평균 Valuation 대비 20% 할인받고 있는데,
2011년예상 ROE 9.4%, NIM 2.8% 수준을감안한다면과도한할인율로평가할수있으나, 하나
금융지주와의통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펀더멘털의변화, 투자자들의선호도변화등을감안하면
할인율이축소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업종내Outperform 가능성은낮다고판단된다.

부산은행: 우수한수익성감안할때추가상승가능하지만, 프리미엄상승은경남은행인수여부중요

<그림8>을 보면 부산은행은 지난 2005년 PBR 1.7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 수준이었다. ROE가
16.5%로 높고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어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 지만,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2007년 1분기말~2분기의 PBR은 1.37배로 은행업종 평균
PBR대비 할인율은 -12%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작은규모 은행들의 할인율이 확대되었고, 지방
은행중상대적으로대구은행의선호도가컸기때문으로판단된다.

현재(1월 14일 기준) 부산은행의 PBR은 1.14배로 업종 평균 Valuation 대비 14% 프리미엄을받
고 있는데, 2011년 예상 ROE 16.5%, NIM 3.2% 수준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적정 프리미엄 수준을 2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규모의 할인효과가 적용된다면 상
승여력은예상보다크지않을수있다. 우리금융과정에서경남은행을인수할수있다면Valuation
Level-up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대구은행: 우수한수익성감안할때추가상승가능하지만, 규모확대와추가적인수익성개선필요

<그림9>를보면대구은행은지난2005년 PBR 1.88배로은행업종평균PBR 대비 11% 프리미엄을받
았다. ROE가17.3%로높고3.7%의고마진을유지하고있어우수한수익성을유지하 으며, 건전성지
표가우수하 기때문이다. 2007년 1분기말~2분기의 PBR은 1.43배로은행업종평균 PBR대비프리
미엄은-7% 로할인율이적용되었는데, 작은규모은행들의할인율이확대되었기때문이다.

현재(1월 14일기준) 대구은행의 PBR은 1.06배로업종평균 Valuation 대비 6% 프리미엄을받고
있는데, 2011년 예상 ROE 13.4%, NIM 3.2% 수준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규모
의할인효과와추가적인수익성개선효과를부여줘야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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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기업은행: 우수한수익성감안할때Valuation 프리미엄확대전망

자료: 기업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기업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7> 외환은행: 향후펀더멘털변화, 수급요인등을감안하면할인율축소되기어려울것

자료: 외환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외환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8> 부산은행: 우수한수익성감안할때추가상승가능하지만, 프리미엄상승은경남은행인수여부중요

자료: 부산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부산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9> 대구은행: 우수한수익성감안할때추가상승가능하지만, 규모확대와추가적인수익성개선필요

자료: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17,550 18,800 18,200 
Valuation PER 10.33 7.38 7.69 

PBR 1.69 1.29 1.03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0% -17% 3%
ROE 18.00% 18.57% 14.07%
NIM 3.23% 3.34% 2.69%
Loan growth 19.20% 15.27% 8.00%
연체율 0.85% 0.63% 0.72%
실질연체율 1.30% 0.85% 1.06%
NPL비율 1.17% 0.84% 1.85%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17,550 18,800 18,200 
Valuation PER 10.33 7.38 7.69 

PBR 1.69 1.29 1.03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0% -17% 3%
ROE 18.00% 18.57% 14.07%
NIM 3.23% 3.34% 2.69%
Loan growth 19.20% 15.27% 8.00%
연체율 0.85% 0.63% 0.72%
실질연체율 1.30% 0.85% 1.06%
NPL비율 1.17% 0.84% 1.85%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14,100 15,200 11,600 
Valuation PER 4.71 10.20 8.87 

PBR 1.61 1.47 0.80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5% -5% -20%
ROE 44.90% 14.75% 9.35%
NIM 2.97% 2.52% 2.82%
Loan growth 7.60% 19.72% 6.00%
연체율 0.93% 0.70% 0.92%
실질연체율 1.15% 0.87% 1.09%
NPL비율 0.79% 0.59% 1.44%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13,250 13,750 15,500 
Valuation PER 10.86 7.45 7.34 

PBR 1.70 1.37 1.14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0% -12% 14%
ROE 16.50% 19.68% 16.48%
NIM 3.34% 3.04% 3.25%
Loan growth 10.75% 17.07% 8.00%
연체율 0.89% 0.67% 0.56%
실질연체율 1.25% 0.77% 0.85%
NPL비율 0.94% 0.79% 1.13%

FFYY22000055(( AA )) FFYY22000077(( BB )) FFYY22001111(( CC ))
주가(원) 15,300 15,450 16,800 
Valuation PER 11.53 7.83 8.30 

PBR 1.88 1.43 1.06 
은행업종PBR대비프리미엄 11% -7% 6%
ROE 17.30% 19.43% 13.35%
NIM 3.70% 3.19% 3.28%
Loan growth 5.33% 15.02% 8.00%
연체율 0.99% 0.65% 1.14%
실질연체율 1.16% 0.74% 1.94%
NPL비율 0.97% 0.7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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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발발표표일일자자 내내용용 향향
대출 2011. 1. 6 - 2011년1분기대출행태서베이조사결과종합대출태도지수 - 금융기관의대출성장률에 향미칠수있으나, 당사가예상하는

전분기대비하락. 중기및대기업, 가계대출태도지수모두하락. 2011년대출성장률8% 달성(기업대출10%, 가계대출6%)에는큰무리
다만가계주택태도지수는상승 없을것
대출수요지수의경우가계상승, 대기업유지, 중기하락.

2011. 1. 6 - 2010년12월예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4.9조원증가. - 예상보다빠른속도의주택담보대출증가추세. 당사는2011년
2006년11월이후최대치. 가계대출증가율6% 수준으로보수적으로전망하고있으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월평균증가액은3조원대 으나작년8월 부동산경기회복될경우대출증가율예상상회가능
이후빠른증가세. DTI규제폐지연장될경우주택담보대출안정적으로증가가능
최근부동산경기활성화및DTI규제한시적폐지로인한 향으로추정.

2011. 1. 11 - 은행, DTI 부활앞두고대출확대경쟁 - 4분기이후과거에비해대출성장률상승한것은사실이지만, 금융위기
은행들이예금금리는올리고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대출 전대출증가율감안하면큰대출경쟁없이은행이감당할수있는
금리인하에나서고있음 수준으로판단됨.  DTI 한시적폐지기간연장될경우안정적인대출증가
기준금리인상기대감이높아지면서시중금리가상승하는반면에DTI 폐지를 전망
앞두고대출경쟁에나섰기때문

순이자 2011. 1. 13 -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2.5%에서2.75%로25bp 인상 - 이번금리인상의경우현재금리수준이낮아25bp 인상으로인한건전성악화가능
마진 시중은행들, 다음주부터일제히예금금리와대출금리인상에나설예정 성이낮고, 2011년대출증가율도8% 수준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추가적인대출

수요감소가능성은낮다고예상되며, 오히려추가금리인상이예상될경우대출
수요가증가할가능성도있어은행주펀더멘털에긍정적인 향을미칠것으로전망

금융정책 2011. 1. 3 - 국내은행들의연말부채만기집중을완화하기위한금감원의유동성감독강화. - 은행들의유동성비율은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가능전망. 현재대출
2008~2010년중4분기만기도래액은타분기보다10~20% 많은수준. 증가율감안하면충분히조달가능한수준. 단기조달중심전략에서은행들
은행들이실적관리를위해주로연말에 자금조달에나서기때문. 의만기를늘리려는움직임보이고있음. 현재예대율이미100% 수준에
또한2008년이후특판예금의만기가주로4분기에몰려있음. 맞춰져있어추가적인부담은적을전망
2012년까지장기예금조달확대, 금융채발행시기탄력적조정,
특판예금자제단계적으로추진

2011. 1. 4 - 정부, 변동금리형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혜택제외및고정금리형 -고정금리형장기주택담보대출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통해변동금리형
장기대출소득공제혜택증가추진. 주택담보대출비중이급격히낮아지기는어려울전망. 
가계부채의지나친변동금리의존을줄이겠다는의도. 세제혜택을통한고정금리대출확대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작년11월말주택담보대출에서변동금리대출비중은89% 추가적인세감면부담없이시행가능하며신규대출자에게만적용될예정.
잔액기준COFIX 연동대출에대한소득공제혜택도고려.

2011. 1. 5 - 금감원, 오는10일부터시중은행들의여신건전성분류실태에대한 -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검사의연장선으로판단되며, 그동안지속적인
일제검사를진행 실사와검사를통해PF관련건전성검증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임.
특히PF 채권관련부실에대한충당금을집중적으로검사할예정. PF관련Risk는2011년에도지속적으로점검해야할부분으로판단
PF 채권의위험성이즉각반 되지않거나결산을앞두고위험요인을
인위적으로축소할개연성검사.

2011. 1. 5 - 금감원, 이르면올해1분기부터현금서비스와카드론에대해더많은 - IFRS도입후충당금에대한논의가많은상황에서일괄적인충당금규제
충당금을쌓도록요구할방침 정책이어느정도수준에서이루어질지아직판단하기는어려움.
현재신용카드일시불및할부결제와동일한카드론에대한충당금비율을
올리겠다는계획.
현금서비스와카드론의연체율은2%대로일시불및할부결제의2배이상.

2011. 1. 6 - 금융당국, 순자산이마이너스인부실저축은행매각시공적자금이아닌 - 기적립된예보기금을저축은행부실에사용한다는점에서부정적이기는
예보기금에서전액충당할예정 하지만, 은행주가에직접적으로미치는 향은크지않을전망. 
현재예보기금중저축은행계정은거의바닥난상태. 저축은행부실처리를위한KAMCO 자금, 
새로들어오는예보기금의절반을공동계정으로돌리는수정안이사실상 예보기금활용등재원마련을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됨
합의상태.
수정안대로진행될경우공동계정으로연간8000억원정도의보험료가
들어올예정.
예보기금으로여러개의저축은행부실을해결하기에부족할경우차입으로
해결하겠다는방침.

2011. 1. 11 - 스위스바젤에서열린BCBS 최고급회의에서은행부실위기시후순위채 - 합의내용을구체화하는과정으로이해. 조건부자본제도, 
투자자도손실을부담하는제도도입결정. 유동성규제강화등개선되는방향 로벌금융시스템안정측면에서
은행이자체생존이어려운상황에처했을때신종자본증권이나후순위채 긍정적으로평가. BCBS 회의에서결정된사항이국내은행주에
투자자도보통주로전환혹은상각을통해 미치는 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됨
은행손실을분담토록하는조건부자본제도의도입을결정

2011. 1. 11 -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기금공동계정에대해 '한시적회수'의 국식모델제시 - 저축은행부실의조속한해결을위해재원마련이선행되어야하므로은행측이제시한
정부가내놓은안은예금보험제도의근간을훼손하는만큼수용하기 공동계정에대한조건부수용안의반 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 최근
어려우며한시적환금조건을제시 삼화저축은행 업정지, 저축은행PF대출실사를통한등급재분류등을감안할때
금융위는은행연합회의공식입장을들어본후방향을정할예정이라고밝힘 빠른속도로구조조정마무리짓는것이중요할것

2011. 1. 12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국민연금을산업자본이아닌금융자본으로보기로결정 - 외국인투자자와함께장기연기금투자자들이은행주수급에큰 향을미치는
최대10%까지금융당국의승인절차없이은행지분소유가가능해졌음 주체라는점을감안하면국민연금의지분보유확대이슈가수급측면에서긍정적인
의결권이허용되므로실질적인국내은행의최대주주가될수있음 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 일부은행들의Overhang 이슈와관련된부문에있어서

도긍정적인 향을미칠것으로전망

Financial Issue (정책변화및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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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Focus _ 은행주상승여력은? 매력적인종목은?  

2011. 1. 14 - 자산관리공사(캠코), 저축은행들의부동산PF 사업장에대해전수조사를거쳐재평가에 - 저축은행PF 부실에대한우려해소는겪어야하는과정이며, 주가에가장
나설예정 부정적인요인이불확실한Risk라면, 정부주도의저축은행부실정리가조속히
PF 사업장정상화추진단을만들어386개사업장에대해실사를거쳐정상화, 시행될경우오히려은행주에긍정적인 향전망
지속관리, 정리여부를결정할것
저축은행부실PF 채권을인수하기위한3.5조원의구조조정기금은다음달국회에서
승인받아투입할계획

기타 은행세 2011. 1. 11 - 은행세, 유럽은행들과는달리국내은행엔큰 향없을듯. - 국내은행세의경우위기시마다발생하는환율급변동을막기위해비예금성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부과요율이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은행권전체로연간2700억원 대해기간에따라세금을부과하는형태로반 됨.외환시장위축에따른일시적인
수준 환율변동가능성, 외화조달
시중은행들의연간순이익이1~2조원인점을감안할때은행세부담은크지않을것. 비용상승가능성, 은행권의비용부담등이있겠지만, 실질적인부담금액은크지

않을 전망
M&A 2011. 1. 6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인수에나설예정 - Pricing의문제지만, 단기적으로투자심리에부정적인 향전망

우리금융, 저축은행1~2곳이상을상대로M&A 추진의향표시. 300조원수준의대형금융지주사들자산규모를감안하면1~2조원수준의저축은행
하나금융도저축은행부실처리를위한적극적역할시사. 자산인수가매력적이라기보다는저축은행Risk 해소라는명분에협조하는
KB금융과신한금융도저축은행인수를검토. 차원에서의접근그동안서민금융진출을자제했던이유는1 )자산건전성의불안과
금융위원장은이와같은금융지주사들의움직임에환 의사를표시. 2) 무조건적인확장이라는비판우려때문

2011. 1. 7 - 금융지주사의인수대상저축은행이6곳으로밝혀졌으며상장사는없는것으로확인.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수준은 은행주 상승에 심각한
이들은경 개선명령이나이에준하는조치를받은곳들. 향을미칠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
자산1조원이상4곳, 5000억~1조원사이가2곳
우리금융은2곳을인수하기로확정한상태이며나머지금융지주사중한곳도2곳을
인수할것으로예상.

2011. 1. 14 - 금융위원회, 삼화저축은행을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하고경 개선명령 - 삼화저축은행의경우이미지난6월말기준BIS비율-1.4%, 
( 업정지6개월)을내림 고정이하여신비율23.9%, Coverage ratio 43% 수준으로부실이심각한
대주주유상증자등을통해1개월안에자체정상화에성공하면 업재개가능 상황이었음. 삼화저축은행 업정지가전체적인저축은행으로확대되지는
그렇지못할경우계약이전등을통해정상화가추진. 예금보험공사는매각절차를병행 않을것으로예상되며, 정부주도의저축은행구조조정이빠른속도로진행될
추진할예정 수있는계기로판단됨
업정지시점부터1개월내에매각절차를완료하고, 2월중순쯤최종인수자를선정

발표할계획
신한 2011. 1. 7 - 7일오후2시에차기회장선정을위한특별위원회개최. - 신한금융의가장중요한이슈는회장선임문제로판단. 기존의신한금융의전략을

Search firm 선정및신임회장의자격요건과선임절차를구체화할예정 유지할수있는회장의취임여부가향후신한금융의Valuation 프리미엄을결정할
이달말까지잠정후보군을추린후2월말숏리스트확정, 2월말이사회를 것으로전망됨
거쳐3월주총에서최종승인예정

2011. 1. 13 - 미국의 로벌투자법인인라자드에셋이신한지주지분5%를보유중이라고공시함 - 외국인투자자의최선호종목이신한지주라는점에서판단가능할것. 경 권등
신한지주측은라자드에셋이장기투자자로2009년이전부터주식을보유했으며 지배구조의 향미치기위한지분취득은아닌것으로판단됨
최근문제와는큰관련이없다고설명

KB 2011. 1. 3 - 정규직1,000여명을대상으로 '성과향상추진본부'를신설. - KB금융의선결과제가경 효율성개선을통한수익성개선이라는점을감안하면, 
이중300여명을재택근무대상자로분류해목표할당후6개월마다성과평가예정. 지난4분기말의희망퇴직을통한내부구조조정의연장선으로판단. 2011년동안
노동조합은법원에시행금지가처분신청을내는등강하게반발. 지속적인경 효율성개선이슈가부각될전망

2011. 1. 13 - 국민은행, KB금융지주자사주0.6%와포스코자사주0.39%를맞교환하기로결정 - 올9월까지매각해야하는자사주11.2%의해소방법이시작된것으로판단. 
포스코의KB금융지분은3.3%에서약4%로높아지게됨 추가적으로대기업을통한지분인도및스왑, 해외투자가집단을통한클럽딜, 시장을

통한블럭세일등이병행될예정
2011. 1. 14 - 박동창부사장, 전국부점장전략회의에서내년까지내실성장을추구한후 - KB금융의철저한내실다지기전략이부각된것. 인력구조조정을통한내부구조조

2013년M&A 추진의사표시 정과자체적인
올해자산증가목표11조원으로설정. 수신과여신에서약10조원의성장추구. 성장을통한경 효율성개선추구. 예상보다높은수준의대출성장달성도가능할전망
전 업점상반기 업달성목표를지난해대비2배수준으로확대하고강도높은 업
드라이브추진

하나 2011. 1. 6 - 유상증자참여의향서를낸투자자들과본격적인협상에착수. - 외환은행인수를위한절차가예정보다늦어지고있으나, 유상증자지분인수
이달말까지투자의향서를접수받은후다음달이사회에제3자배정유상증자안건을 희망자가충분한것으로알려져인수절차에문제는없을것으로예상됨.
상정할예정. M&A 시너지효과가확실하다는점을감안하면주가측면에서추가상승가능전망
재무적투자자를대상으로한증자로이른시기에자금을조달한후전략적제휴는
시간을두고추진할계획.

2011. 1. 13 - 하나금융의외환은행인수에대한금융당국의승인이3월말이후에나올가능성제기 - 추가적인비용발생Risk를낮추기위해하나금융의적극적인노력이예상되며, 
하나금융은3월말까지론스타에대금을지금하지못하면1개월마다주당100원의 당사의판단으로는3월말이전에승인발표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됨. 
매입대금을추가로지급해야함
하나금융측은당국의심사에최대한협조해빠른시간안에승인을받도록
노력하겠다는입장.

외환 2011. 1. 7 - 동일토건워크아웃, 외환은행의매각가격에 향을줄수있음. - 외환은행에추가적인충당금적립부담을가져올것으로예상되지만, 가격협상
외환은행은작년말까지동일토건여신1600억원을요주의로분류해서20% 과정에서조정이가능할것으로전망되며, 실질적인금액이크지않아큰 향은
충당금적립. 미치지않을전망
그러나워크아웃으로인해고정이하로분류되면서30%(약500억)의추가충당금을
쌓아야하는상황.
하나금융측은추후검토해봐야하는상황이라는입장
외환은행측은동일토건부동산사업의실적이우수하기때문에중립적 향이라는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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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ndix] Charts’Book

은행: 경기관련지표

<그림1> 경기선행지수와은행업종지수 <그림2> 경기지수(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통계청,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3> 통화증가율(M1, M2) <그림4> 실업률

자료: 국민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5> 통화증가율(총유동성) <그림6> 가계신용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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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ndix] Charts’Book

은행: 여신 & 수신

<그림7> 은행대출규모변화(총대출, 가계, 기업) <그림8> 가계대출월별증감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9> 주택담보대출월별증감액& 증가율 <그림10> 중소기업대출월별증감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11> 월별금융채순발행규모와은행대출증감액 <그림12> 월별저원가성예금규모와비중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20

[Apendix] Charts’Book

은행: 부동산관련지표

<그림13> 주택가격지수 <그림14> 미분양물량(전체, 준공후)

자료: 국민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국토해양부,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15> 아파트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그림16> 경매낙찰가율과주택가격지수

자료: 통계청,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대법원경매정보,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17> 아파트거래량과주택담보대출& 가격(전국) <그림18> 아파트거래량과주택담보대출& 가격(수도권)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통계청,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통계청,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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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그림19> 금리스프레드(은행채와국고채) <그림20> 금리스프레드(은행채와회사채)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21> 예대금리차추이(신규, 잔액) <그림22> 여수신금리추이(신규)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23> 중소기업대출금리추이 <그림24> 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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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 & 수급

<그림25> 연체율(가계, 주택담보대출) <그림26> 연체율(기업, 중소기업)

자료: 금융감독원,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금융감독원,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27> 부도업체수& 어음부도율 <그림28> 고정이하여신비율& Coverage ratio(일반은행)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금융감독원,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29> 기관및외국인순매수& 은행업지수 <그림30> 은행업종외국인주식보유비중

자료: KRX,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KRX,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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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PBR밴드

<그림19> KB금융지주 <그림20> 신한금융지주

자료: KB금융,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신한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21> 우리금융지주 <그림22> 하나금융지주

자료: 우리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하나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23> 기업은행 <그림24> 외환은행

자료: 기업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외환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25> 대구은행 <그림26> 부산은행

자료: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부산은행, 하이투자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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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Focus _ 은행주상승여력은? 매력적인종목은?  

KB지주(105560, 舊국민은행)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1-01-05 Buy 80,600 
2010-09-27 Buy 69,800 
2010-08-09 Buy 65,100 
2010-06-28 Buy 64,900 
2010-05-31 Buy 69,700 
2010-04-19 Buy 76,300 
2010-03-26 Buy 67,400 

신한지주(055550)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1-01-05 Buy 66,700 
2010-09-27 Buy 57,300 
2010-07-30 Buy 62,500 
2010-06-28 Buy 59,400 
2010-05-31 Buy 55,900 
2010-04-30 Buy 59,000 
2010-04-19 Buy 58,000

우리금융(053000)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1-01-05 Buy 19,600 
2010-08-09 Buy 18,600 
2010-06-28 Buy 19,500 
2010-05-31 Buy 23,100 
2010-04-19 Buy 24,600 
2010-03-26 Buy 22,000 
2010-02-22 Buy 20,600 

하나지주(086790)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1-01-05 Buy 61,200 
2010-11-24 Buy 53,000 
2010-11-08 Buy 47,600 
2010-09-27 Buy 49,600 
2010-06-28 Buy 47,400 
2010-05-31 Buy 41,800 
2010-04-19 Buy 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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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Focus _ 은행주상승여력은? 매력적인종목은?  

한국외환은행(004940)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1-01-05 Buy 14,100 
2010-09-27 Buy 16,200 
2010-08-09 Buy 15,300 
2010-06-28 Buy 15,600 
2010-05-31 Buy 16,300 
2010-03-26 Buy 17,000 
2010-02-03 Buy 18,300 

대구은행(005270)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1-01-05 Buy 21,200 
2010-05-31 Buy 18,800 
2010-03-26 Buy 19,800 
2010-02-22 Buy 21,200 
2009-10-12 Buy 21,400 
2009-09-18 Buy 20,600 
2009-07-29 Buy 16,500 

부산은행(005280)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0-11-08 Buy 20,200 
2010-09-27 Buy 19,200 
2010-08-09 Buy 17,700 
2010-06-28 Buy 16,000 
2010-05-31 Buy 14,900 
2010-03-26 Buy 16,400 
2010-02-22 Buy 17,100  

기업은행(024110) 투자등급추이
의의견견제제시시일일자자 투투자자의의견견 목목표표가가격격
2011-01-05 Buy 23,700 
2010-10-29 Buy 21,500 
2010-09-27 Buy 20,700 
2010-08-09 Buy 20,300 
2010-07-29 Buy 21,400 
2010-06-28 Buy 20,300 
2010-05-31 Buy 18,500 
2006-02-20 BUY(담당자변경) 21,000원



서울시 등포구여의도동 25-15
고객지원센터1588-7171

하이투자증권지점망
서울권
증권법인 02-2122-9444
교대역 02-592-9111
송파 02-449-0900
명동 02-773-5111
상계 02-930-9811
잠실역 02-3434-3111
이촌 02-795-8811
보라매 02-848-0120
목동 02-2645-8111
삼성역 02-501-6111
압구정 02-540-1361
군자 02-498-7111
서교 02-3142-7113
대치 02-558-9111
구의 02-455-1411
서울아산병원 02-3010-8711
업부 02-786-1600

도곡 02-2051-9111

인천/경기
서현 031-706-3111
수원 031-232-7111
인천 032-439-2111
죽전 031-897-7117
송도 032-428-9111

충청권
대전 042-472-6111
천안 041-571-2555

남권
마산 055-248-1101
창원 055-266-5111
김해 055-332-8201
통 055-648-8511
진주 055-746-3381
울산 052-266-7111
남목 052-236-3111
양산 055-381-5111
포항 054-284-6511
대구 053-753-2111
상인 053-638-9111
거제 055-638-0009
전하동 052-201-6111
대송 052-922-6111

부산권
업부 051-554-5111

중앙 051-247-1201
동래 051-557-5111
구서 051-514-7111
남천 051-621-7111
센텀 051-746-4901
하단 051-208-3111
초량 051-466-1601
도 051-418-7111

구포 051-341-5111
신해운대 051-703-2011
서면 051-818-2171
사하 051-208-2101

호남권
목포 061-462-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