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금융뉴스 

주택금융公, 6월 전세자금보증 8,005억 공급. 전년비 11.5%↑ <이데일리>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월비 감소. 이사철 시작되는 7월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융소비자보호·저축銀대주주 불법 차단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조선> 

 

(KCB보고서) 50대·자영업 `빚` 갈수록 태산 <매일경제>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고령자 비율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상승.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 연장 가능성 <서울경제> 

박성호 새누리당의원, 장마저축 세제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은행권, "보험 상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비과세 제도화" 요구 
 

 은행 

조세심판원, "골드뱅킹에 배당소득 과세 정당" <한국경제> 

은행들, "골드뱅킹을 파생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 들어갈 것" 반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지난해 6월 이전 가입고객들은 은행들이 대납해준 세금 200억원 돌려줘야. 

 

김석동, "건설사 지원 더 늘려라" <한국경제> 

"금융사들의 이기적 행태와 책임회피로 견실한 건설사들까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국세청, 론스타에 세금 못돌려준다. 환급청구 거부 <머니투데이> 

일반적인 조세 불복 절차 대신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로 넘어갈 듯  

 

외환은행, 개인·기업 영업조직 합친다 <머니투데이> 

경쟁력 극대화 위해 단일 지점장 체제로 개편. IB 사업 강화 위한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 

 

민병덕 행장 "외형보다 지속성장 모색할 때" <머니투데이> 

"지속 성장을 위한 안정적 사업기반 공고히 해야" 소매금융으로의 회귀 강조 

 

우리은행장, "中企 대출금리 인하가 능사 아니다" <머니투데이> 

"금리 인하 여력 없는 것은 아니나 각 기업에 맞는 금리 인하와 컨설팅 병행이 더 효과적" 

은행/보험 이병건 
369 - 3381 
pyrrhon72@dongbuhappy.com 
 
증권 원형운 
369 -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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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카드사 회원 석달새 100만명 줄었다 <세계일보>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카드 3월말 기준 회원수, 4,763만명으로 전년말대비 106만명 감소  

삼성 69만명, 현대 18만명, KB국민 16만명, 신한카드 3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 "상호금융사, 금리조작해 뒷돈 챙기는 관행 차단" <이데일리> 

상호금융사가 대출연장 때마다 세부적인 금리구조 정확히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저축銀 연계영업 '반쪽 자리'로 <매일경제> 

금감원, 금융지주사와 계열 저축은행간 전산연결 불허. 대출소개 수준에 그칠 듯   

 

한화저축銀, 인수 후 첫 흑자전환 성공 <머니투데이> 

 

 증권  

투자자 예탁금 16.4조 집계. 1년 만에 최저치 <매일경제> 

 

계열사 펀드 판매 직원에 인센티브 없앤다 <조선> 

금융위 관계자,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펀드 차별적 우대 금지 개정안 마련"  

규제 시행이후 1~2개월내 이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계획 

 

 보험  

금감원, FY2011 보험회사의 모집조직·판매실적 효율분석 발표 <머니투데이> 

보험 모집조직 43.7만명으로 전년비 6.5%로 증가. 설계사 정착률은 39.9%로 0.6%p 상승  

유지율 13회차 79.9%(+2.5%p), 25회차 63.2%(+6.0%p). 불완전판매, 0.81%로 0.23%p개선 

 

대우인터 교보생명지분매각, '버티기' 싸움으로 치닫나 <한국경제> 

양측 가격 고수로 본입찰 한달째 진전 없어. 계열사 자금 수혈 기대했던 포스코만 난감  

 

푸르덴셜 즉시연금의 `파격` <매일경제> 

보장성 보험에 주력하던 푸르덴셜생명, 현존 최저 사업비와 최고 공시이율의 연금보험 특판 

상품 500억 한도로 출시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