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30 AA급 캐피탈채 금리는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 금리 대비 5~6bp 높은 상태: 3년물 기준 

캐피탈채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금리 대비 AA+등급 5bp, AA-등급은 6bp 높다. 회사채 

중 금리가 높은 지방개발공사, 건설사 등의 채권을 제외하면 각각 9bp, 12bp로 차이는 

더욱 커진다. 과거 캐피탈채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금리 대비 20~30bp 높은 수준이었

으나, 12년에는 고금리채권 수요와 증권사의 캐피탈채 편입확대로 그 차이가 축소되었으며, 

일시적으로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 하순 이후 재차 금리차이가 

확대되었으며, 기준금리를 인하한 10월 금통위 이후에는 다시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시 차환위험 노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높은 금리 변동
성, 규제 강화로 수익성 및 성장성 제약 등의 요인에 대한 재평가: 동일 등급 회사채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캐피탈채 리스크프리미엄에 대해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1)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조달리스크는 완화되었고, 금융시장이 경색되어도 기존 

관리자산의 회수를 통해 일정 수준 유동성 대응이 가능하다. 2) 일부 업체를 제외한 캐피탈

사의 가계대출 비중은 높지 않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물적금융 중심 캐피탈사의 채무상환능

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3) 저금리 기조 하에 금리매력이 있는 AA급 캐피탈채에 

대한 대기수요가 활발하여 과거 대비 금리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 4) 캐피탈사에 대한 

레버리지 한도규제는 자본확충 및 배당제한을 유도하여,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리고, 채권의 유동성 측면에서 AA급 캐피탈채는 동일 등급 회사채보다 우위에 있다. 

AA급 캐피탈채 금리 매력적, 회사채와의 금리차이는 10bp 이내가 적정: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금리가 5~6bp 높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9~12bp 높은 AA급 캐피탈채는 금리매

력이 있다. 과거보다 자금조달리스크 및 금리변동성이 낮아졌고, 일부 업체 제외하면 가계

부채의 영향도 제한적이므로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금리가 큰 폭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AA급 캐피탈채와 회사채의 금리차이는 10bp 이내가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캐피탈채도 펀더멘털에 따른 종목별 금리차별화 필요. 투자매력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우리파이낸셜이 큰 편: 회사채금리는 등급과 업종이 같은 경우에도 사업경쟁력과 재무구조

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지만, 캐피탈채금리에는 이러한 펀더멘털의 차이가 적정하게 반영되

어 있지 않다. 캐피탈채도 펀더멘털에 따른 금리차별화가 필요하다. 사업구조, 자산포트폴

리오 및 제반 경영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 투자매력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우리파이낸셜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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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분석 #2: 회사채와 비교한 AA급 캐피탈채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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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의 상향에도 여전채와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는 8월 하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 금통위

까지 확대되었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추가 인하 기대감 약화와 차익실현 출회

로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회사채와 여전채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있다. 신용스프레드는 가

격메리트가 회복된 여전채와 회사채 중심으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웅진그룹 회생절차 신

청 여파로 A급보다는 AA급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최근 섹터별로 신용스프레드가 다른 방향으로 움

직이면서, 크레딧채권 간에도 상대적인 금리 차이가 존재하여 이에 따른 투자매력이 다른 상황이다. 10월 9

일 상대가치 분석시리즈 첫번째로 발간한 “은행채와 비교한 금융지주채의 매력”에 이어 두 번째 내용은 최

근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AA급 캐피탈채에 대한 분석이다. 

 

▌캐피탈채 금리 현황 

AA+, AA- 등급 캐피탈채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각각 5bp, 6bp 높다 

캐피탈사들은 자동차 등의 물적금융자산에 대한 할부금융업과 리스업을 고유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타 업권에서도 취급하는 기업금융, 부동산PF, 가계대출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양호한 

수익성과 담보가치가 인정되는 자동차 등의 물적금융자산을 취급하는 캐피탈사와 모회사의 재무적, 비재무

적 지원가능성이 인정되는 은행 및 대기업 계열이 채권상환의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캐피탈채는 동일 등급 회사채 민평 대비 AA+급(현대캐피탈)은 5bp, AA-급(롯데캐피탈, 신한캐피탈, 우리파

이낸셜,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현대커머셜, IBK캐피탈, KT캐피탈)은 6bp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회사채 중 

금리가 현저히 높은 지방공기업, 건설사 등을 제외할 경우 캐피탈채금리는 각각 9bp, 12bp 더 높아 차이가 

커진다. AA급 캐피탈사는 모두 은행 또는 대기업계열로 그룹의 신용도 측면에서는 AA급 회사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캐피탈채와 회사채간 금리 차이는 신용스프레드의 축소 및 확대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 

동일 등급 회사채 금리 대비 20~30bp 높았던 AA급 캐피탈채금리는 금년 들어서 신용스프레드가 축소 흐

름을 보인 5월까지는 금리 차이가 급속히 좁혀졌다. 우량채권 중 금리매력 있는 채권에 대한 수요와 ELS, 

DLS 발행증가에 따른 증권사의 편입확대로 4~5월, 7~8월 일시적으로 캐피탈채금리가 같은 등급 회사채

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하였다. 회사채발행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요예측제도가 금융채에는 도입되지 않은 점

도 회사채 대비 캐피탈채 스프레드의 추가적인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신용스프레드가 재차 확

대된 8월말 이후 10월 금통위까지는 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 최근

에는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 등급 회사채금리 대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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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캐피탈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 보다 5~6bp 높은 상황(8월 금통위 이후 확대되었다 최근 소폭 축소) 

    

자료: 본드웹, 동부 리서치          주: 3년물 기준 

 

▌캐피탈채 리스크프리미엄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 

캐피탈채금리가 회사채금리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1) 금융시장 불안 시 차환위험 노출, 2) 최근 가계부채 증

가에 따른 자산건전성의 저하 우려, 3) 높은 금리 변동성, 4)정부의 규제에 따른 수익성 및 성장성 제약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년 상반기 캐피탈채금리는 여전채의 강세 속에서 일시적으로 동일 등급 

회사채금리보다 내려가기도 하였으나, 8월 하순 들어 금리차이가 재차 확대되면서 신용등급이 한 등급 낮은 

회사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모든 캐피탈사들이 자본조달 및 자선건전성 이슈에 노출되어 있고, 캐피탈채금리는 이전처럼 동일 

등급 회사채금리 대비 20bp 높던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할까? 현재 상황에서, 회사채와 비교하여 캐피탈채

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요인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강화되어 자금조달리스크는 완화되었다 

대부분의 캐피탈사는 자금조달을 CP, 채권 발행 등 시장성 차입에 주로 의존한다. 일반 기업들도 회사채를 

통한 조달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시장성 차입 비중은 캐피탈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장성

차입은 은행차입금과 달리 만기연장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캐피탈사의 차환위험은 일반 기업에 비해 높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경색으로 시장에서 채권발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캐피탈사는 기존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캐피탈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06~07년 사이 캐피탈채 발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08년 금융위기 

직후는 높은 금리에도 단기 캐피탈채 발행도 쉽지 않아 대규모 순상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10년 하반

기부터는 실물경기회복으로 신규자산 취급이 증가하면서 캐피탈사의 자금조달수요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고금리 매력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소화되면서 순발행 규모는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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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1년 하반기 중 발생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및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위축되었

으나, 과거와 달리 캐피탈사들의 자금조달은 원활히 이루어졌다. 이는 리만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스템이 외

환보유고 확충, 해외단기차입 비중 축소 및 예대율 규제 등 정부의 대외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힘입어 

과거 대비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캐피탈사의 자금조달구조도 채권의 발행 증가와 함께 장기화되면서 개선

된 상태이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과거 대비 강화되어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금융

경색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캐피탈사의 차입구조도 개선되어 자금조달위험은 이전보다 완화되고 있다. 

도표 2. 회사채 및 캐피탈채의 순발행 추이 

  

자료: 본드웹, 동부 리서치 

 

금융경색 시에도 기존 보유자산 회수를 통해 유동성 대응이 가능하다 

금융시장이 위축되어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캐피탈사들의 유동성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통념이 존

재한다. 그러나, 리만사태 여파로 금융시장 경색 국면이었던 08년 하반기에서 09년 상반기까지 캐피탈사는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유동성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는 극히 일부 업체에 국한되었다.  

일반적으로 캐피탈사들의 관리자산은 부채상환 스케줄에 연동되어 있어 기존 자산의 회수를 통해 부채상환

이 가능한 구조이다. 신규자산 취급을 제한하고, 기존 자산 회수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자금조달 어려움에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인 자금부족이 있다면, 보유자산을 활용한 

ABS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특히, 양질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및 산업기계 등 물적금융

자산 중심의 캐피탈사는 ABS발행 접근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내 영업자산을 활용하여 현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공장 유형자산 담보를 통해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이미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달이 제한될 수 있다. 영업자산으로부터 현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은 일반 기업이 갖지 못한 캐피탈사만의 고유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리만사태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08년 하반기에 캐피탈사들은 1차적으로 영업규모를 축소하여 유동성

을 확보하였다. 자동차할부금융 기반의 캐피탈사들은 자동차할부금융자산을 활용한 ABS발행을 통해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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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금소요에 대응하였다. 반면, 은행계 캐피탈사들은 지주사 또는 계열은행으로부터의 증자와 차입으로 부

채상환에 대응하였다. 

도표 3. AA급 캐피탈사 유동성 비율(08년 vs 1H12) 
 

자료: 동부 리서치             주: 1년 이내 만기 자산∙부채 기준,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은 12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슈가 물적금융 중심의 캐피탈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와 경기 둔화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되면 내수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반기업의 경우 매출감소와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소비재 및 서비스업 등 내수 위주 기업들의 영업위축 강도는 높을 것이다. 

실적저하가 단기적으로는 일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경기 둔화가 장

기화되어 손실이 누적될 경우 한계 기업들 중심으로 급격히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가계로부터 직접 회수해야 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일

반화되면서 카드사의 가계부채 익스포져는 확대되고 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대출자산의 자산건

전성 저하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손실확대 및 자산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의 채무상

환능력 저하가 금융기관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 및 카드사에 비해 높다. 저신용 고객 비중이 타 

업권 대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피탈사의 가계부문 집중도는 카드사에 비해 낮다. 캐피탈사의 사업영역

은 개인신용 및 담보대출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기계 등의 할부 및 리스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 걸

쳐있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AA급 캐피탈사들의 가계대출 비중은 높지 않다. 물적금융 중심의 캐피탈사는 

고객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양질의 담보자산 매각을 통해 연체금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물적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AA급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현대커머

셜, 우리파이낸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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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개인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될 경우 대손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채권회수가 지연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AA급 캐피탈사들은 모두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및 은행 계열로 모회사의 자본확충 또는 유동성 지원가능성이 높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가계대출 비중과 요주의 이하 여신비율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 채무상환능력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문제에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표 4. 캐피탈사 관리자산구성(12.06)  도표 5. 캐피탈사 요주의이하 여신비율(12.06) 

  

자료: 동부 리서치 
 

 
자료: 동부 리서치 
주: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은 11년 12월말 기준 

 

높은 금리변동성에 따른 우량 캐피탈채의 디스카운트는 줄어들 필요가 있다 

과거 캐피탈채 스프레드는 회사채 스프레드에 비해 더 빨리, 더 많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패턴은 더욱 심화되었지만, 10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캐피탈채 스프레드

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아직까지도 회사채의 금리변동성에 비해 캐피탈채의 금리변동성이 높은 수준이

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인 강도는 크게 완화된 상황이다. 캐피탈채의 높은 금리변동성은 평가손익을 통해 

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캐피탈채 편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채권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우량채권 중에서도 상대적인 금리메리트가 있는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캐피탈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우 상대적인 금리메리트 회복에 따라 우량물을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캐피탈채 금리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다. 높은 금리변동성에 따른 캐피탈채 디스카운트는 AA급 이상의 우량 캐피탈채에 대해서는 

줄어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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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여전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 변동 추이 

 

자료: 본드웹, 동부 리서치         주: 3년물 기준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캐피탈사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채권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정부의 일반기업에 대한 규제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계를 유도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영업확장 제한, 영세업종 진출금지, 수수료인하 

등의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시행 이후 관련 대기업의 매출 및 이익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는 금융소비자인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융시

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어, 보다 엄격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

의 규제는 금융기관의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제 2금융권에 대한 정부

의 규제는 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주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 인하조치로 카드사의 수익

성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최고금리 한도를 인하하였으나, 일

부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공격적인 자산확장을 제한하고, 자본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규

제를 도입하였다. 총자산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유지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8배 수준에서 지

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자산건전성의 훼손은 공격적인 자산취급실적 확보경쟁과 이 과정에서 고위

험자산 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미흡한 것에 기인했다. 경기 둔화에 따라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높고, 개인대출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규제에 따른 성장성의 희생보다는 건전성

확보라는 효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레버리지 규제 도입은 자본확보와 배당제한의 효과가 있어 주주에게

는 불리할 수 있으나, 채권의 상환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는 유리하다. 

채권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캐피탈채가 회사채 보다 우위에 있다 

한편, 투자자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동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AA등급 여전채의 12년 9

월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연환산 회전율은 1.7배(누적 거래량 62.3조원, 발행평잔 48.9조원)이며.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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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회사채는 1.1배(누적거래량 93.7조원, 발행평잔 114.1조원)로 채권의 유동성 면에서 여전채가 우위에 

있다. 과거 대비 ELS, DLS발행이 늘면서 증권사의 여전채 편입수요가 확대된 것도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Investment Idea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5~6bp 높은 AA급 캐피탈채 투자는 매력적이다 

현재 AA급 캐피탈채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5~6bp 높은 수준이다. 지방개발공사, 건설 업종 등을 

제외하면 금리차이가 9~12bp로 현 금리 수준에서도 금리매력이 있다. 과거보다 자금조달리스크 및 금리변

동성이 낮아졌고, 가계부채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AA급 캐피탈채 금리가 동일 등급 회사채 대비 

큰 폭 상승 가능성은 낮다. AA급 캐피탈채와 회사채의 금리차이는 10bp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캐피탈사의 사업구조 및 재무안정성 등 펀더멘털을 반영한 금리 차별화 필요하다 

회사채금리는 등급과 업종이 같은 경우에도 사업경쟁력과 재무구조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지만, 캐피탈채금

리에는 이러한 펀더멘털의 차이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카드채를 포함한 여전채 AA+등급 5개 종

목은 모두 금리가 동일하며, AA-등급 캐피탈채 3년물의 최고∙최저 금리차이는 4bp에 불과하다.  

물적금융 중심의 캐피탈사들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양호하고, 가계부채 이슈의 영향도 제한적이다. 경기

하강 및 건전성 이슈가 우려되는 시기에 캐피탈사별 펀더멘털 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금리차별화

가 필요하다.  

 

도표 7. AA급 여전채, 회사채 회전율 비교 (단위: 십억원, 배) 

여전채 회사채 
구분 

유통량 발행잔액 회전율 유통량 발행잔액 회전율 

AA+ 38,198 31,735 1.6 25,548 31,409 1.1 

AA0  9,999 6,689 2.0 12,915 16,173 1.1 

AA-  14,104 10,470 1.8 19,205 20,324 1.3 

전체  62,301 48,893 1.7 93,721 114,111 1.1 

자료: KIS NET, 동부 리서치           주: 유통량은 12년 1월~9월 합산 기준, 발행잔액은 11년 12월말과 12년 9월말 발행잔액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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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력도는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우리파이낸셜이 큰 편 

캐피탈사의 사업구조, 자산포트폴리오, 주요 경영지표, 대주주 신용도 및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투자매력도는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우리파이낸셜이 큰 편이다. 현대캐피탈은 그룹 완성차업체라는 

캡티브마켓을 확보하여 업계 내 절대적인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금융자산의 양호한 수익성 및 

안정성과 우수한 경영 지표 등을 고려할 때 투자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현대커머셜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상용차부문 물적금융이라는 독자적인 사업기반을 보유하여, 사업구조가 안정적이며 제반 경영지표가 우수하

다. 우리파이낸셜은 자동차금융 부문의 사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기업금융부문에서 자산건전성은 다소 

저조하나 은행계열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우수하며, 최근 자본확충으로 자본적정성이 개선되었다. 

도표 8. AA등급 여전사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3M 6M 9M 1Y 1Y6M 2Y 2Y6M 3Y 5Y 

AA+ 2.96 2.99 3.02 3.03 3.07 3.10 3.13 3.16 3.28 

삼성카드 2.96 2.99 3.02 3.03 3.07 3.10 3.13 3.16 3.28 

신한카드 2.96 2.99 3.02 3.03 3.07 3.10 3.13 3.16 3.28 

케이비국민카드 2.96 2.99 3.02 3.03 3.07 3.10 3.13 3.16 3.28 

현대카드 2.96 2.99 3.02 3.03 3.07 3.10 3.13 3.16 3.28 

현대캐피탈 2.96 2.99 3.02 3.03 3.07 3.10 3.13 3.16 3.28 

AA- 3.04 3.07 3.09 3.10 3.16 3.19 3.25 3.29 3.52 

롯데캐피탈 3.01 3.04 3.06 3.07 3.12 3.15 3.21 3.25 3.45 

신한캐피탈 3.04 3.06 3.09 3.10 3.15 3.19 3.24 3.28 3.51 

우리파이낸셜 3.05 3.07 3.09 3.11 3.16 3.20 3.25 3.29 3.53 

한국씨티그룹캐피탈 3.04 3.07 3.09 3.10 3.15 3.19 3.25 3.29 3.52 

현대커머셜 3.03 3.05 3.07 3.09 3.14 3.17 3.23 3.27 3.49 

IBK캐피탈 3.04 3.06 3.09 3.10 3.15 3.19 3.24 3.28 3.51 

KT캐피탈 3.04 3.06 3.08 3.10 3.15 3.18 3.24 3.28 3.51 

자료: 본드웹, 동부 리서치          주: 12.10.26 민평 3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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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캐피탈사 주요 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 

업체명 구분 총자산 관리자산 
레버리지

배율

조정자기

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충당금 

적립비율 

연체비율 

(1M+) 
ROA 

유동성 

비율 

10.12 179,312 188,607  8.6 13.7 3,401 2.4 122.4  1.6  3.0  137.6  

11.12 219,189 198,865  7.5 13.0 5,059 2.5 125.0  2.1  2.5  249.3  
현대캐피탈 

AA+ 
12.06 215,096 199,625 7.4 14.5 5,440 2.7 120.3 2.0 2.2 290.3 

10.12 33,353 30,659  7.6 13.9 467 1.5 123.6  1.2  2.0  276.9  

11.12 41,581 35,511  7.1 14.0 977 2.8 94.5  1.5  2.3  368.7  
롯데캐피탈 

AA- 
12.06 42,996 36,346 7.1 14.5 1,358 3.7 82.0 2.0 1.9 247.0 

10.12 37,508 32,087  6.9 14.2 765 2.4 80.4  2.2  1.5  171.2  

11.12 35,183 30,494  6.3 14.9 675 2.2 73.3  1.9  1.4  350.8  
신한캐피탈 

AA- 
12.06 35,830 31,014 6.4 14.9 814 2.6 58.8 3.0 0.8 120.1 

10.12 27,795 26,831 11.3 13.4 1,094 4.1 64.2 3.3 1.4 118.8 

11.12 31,618 31,297 11.5 12.0 972 3.1 90.2 2.8 1.7 142.7 
우리파이낸셜

AA- 
12.06 33,309 32,832 11.6 11.3 973 3.0 83.4 2.6 1.7 115.9 

10.12 16,830 14,874  5.3 18.4 196 1.3 164.3  2.5  2.4  162.0  

11.12 22,293 20,217  8.1 15.5 383 1.9 261.9  3.0  -0.4  622.1  

한국씨티그룹

캐피탈 

AA- 12.06 21,724 18,653 7.4 16.4 437 2.3 244.3 3.7 0.4 238.6 

10.12 25,342 24,405  14.0 10.1 223 1.1 116.6  1.4  3.1  119.7  

11.12 34,667 29,777  8.5 14.7 359 1.2 70.8  1.0  2.5  167.7  
현대커머셜 

AA- 
12.06 38,243 32,020 9.9 12.4 361 1.1 94.8 1.0 1.4 193.1 

10.12 22,483 21,333  6.2 16.2 608 2.9 87.7  3.4  1.1  139.1  

11.12 27,355 25,918  7.1 14.3 578 2.2 139.4  2.7  1.4  133.8  
IBK캐피탈 

AA- 
12.06 29,018 27,483 7.5 13.8 848 3.1 120.9 3.6 1.4 113.6 

10.12 20,369 20,304  10.2 10.9 213 1.1 135.0  4.4  1.5  162.7  

11.12 26,332 27,637  8.7 13.6 287 1.0 174.9  1.5  1.3  189.9  
KT캐피탈 

AA- 
12.06 28,576 27,574 6.7 15.6 391 1.4 158.2 1.8 0.8 129.9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동부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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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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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팀 명 담 당 애널리스트 직 위 (02) 369- @dongbuhappy.com 
       
리서치센터  용대인 리서치센터장 3448 yong3490 

기업분석본부 기업분석 이민희 기업분석본부장 3368 minhee.lee 

투자전략본부 채권전략 신동준 투자전략본부장 3273 djshin 

주식전략팀 매크로전략 장화탁 팀장 3370 mousetak  

 퀀트 양해정 연구위원 3712 hjyang 

 경제분석 김효진 선임연구원 3432 hjkim1984 

 중국분석 가오징 선임연구원 3721 jing10 

 주식전략  이은택 선임연구원 3479 go4it.lee 

 기술적분석/원자재 유경하 선임연구원 3353 last88 

 자산전략 김일혁 선임연구원 3709 run2you 

 주식전략 박헌석 선임연구원 3269 oldstone 

채권전략팀 신용분석 박정호 팀장 3337 cheongho 

 신용분석 유승우 연구위원 3426 seyoo 

 채권전략 문홍철 수석연구원 3436 m304050 

 FX/해외채권 박유나 선임연구원 3377 yuna.park 

 자금흐름 노상원 선임연구원 3737 swnoh 

 신용분석 박민욱 선임연구원 3236 mwpark 

기업분석 1팀 은행/보험 이병건 팀장 3381 pyrrhon72 

 음식료/유통 차재헌 수석연구위원 3378 imcjh 

 조선/해운/기계 김홍균 수석연구위원 3102 usckim10 

 화학/제약 김태희 선임연구원 3367 taehee.kim 

 내수/소비재 원형운 선임연구원 3314 hwwon09 

 RA 김지상 연구원 3477 gskim 

 RA 손지웅 연구원 3321 sonjiung 

기업분석 2팀 전기전자/가전 권성률 팀장 3724 srkwon 

 자동차/타이어 임은영 수석연구위원 3713 erica1 

 반도체/태양광 신현준 연구위원 3267 hjshin 

 유틸리티/건설/항공 유덕상 수석연구원 3458 ds.yoo 

 RA 박민철 연구원 3730 ohgrye 

 RA 김지혁 연구원 3053 jkim 

기업분석 3팀 스몰캡 김승회 팀장 3747 kimsh9 

 IT 장비/부품 강정호 선임연구원 3373 jeongho.kang 

 스몰캡 이채호 선임연구원 3388 c.rhee 

 게임/인터넷 박대업 선임연구원 3389 dupark83 

 엔터테인먼트/스몰캡 권윤구 연구원 3457 ygkwon84 

 Coordinator 이민정 사원 3346 lmj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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