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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발행일정 ] 

 대우건설(A-), 한국기업평가는 동사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정 (사모잔액 : 

4,650억원) 한편, 동사는 2019년 6월 14일 2년 500억원 발행 예정 (수요예측일 : 2019

년 6월 5일)     

 OCI(A+), 동사의 신용등급을 한국신용평가는 ‘A+/부정적’으로, 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

용평가는 ‘A+/안정적’으로 평정 (개별민평 3년 2.095%) 한편, 동사는 2019년 6월 18일 

3/5년 1,000억원 발행 예정 (수요예측일 : 2019년 6월 10일) 

 

 대우건설(A-), 한국기업평가는 동사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정 하였으며, 이는 ①사

업안정성 우수하나, 주택집중도 심화로 사업가변성 확대, ②주택사업 호조, 해외사업 손실 

폭 감소로 영업수익성 개선, ③회계기준 변경, 운전자본부담 가중의 영향으로 차입금 증가, 

④양호한 영업실적 예상되나, 재무구조 개선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 내재, ⑤대체자금 조달

능력 등이 유동성대응능력 보완 때문임. 2000년 12월 27일 ㈜대우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동

사는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위의 종합건설업체임. 2006년 12월 금호아시아나 그룹

에 편입되었으나,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11년 1월 KDB산업은행이 설립한 케이

디비밸류제육호유한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였음.        

 

 OCI(A+), 동사의 신용등급을 한국신용평가는 ‘A+/부정적’으로, 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

가는 ‘A+/안정적’으로 평정 하였으며, 이는 ①주력사업의 악화된 수익창출력, ②높은 업황변

동으로 인해 확대된 실적 가변성, ③차입커버리지 지표 저하에도 재무안정성 지표는 우수

한 수준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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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크레딧 스프레드(기준: 2019.6.3) 
  

 

 
3 개월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20 년 

국고채 (%) 1.629  1.620  1.595  1.570  1.592  1.685  1.722  

공사채 AAA (bp) 5.4  7.3  9.9  13.2  11.7  9.6  8.9  

은행채 AAA (bp) 8.5  9.9  11.7  15.0  16.8  23.6  30.5  

기타금융채 AA+ (bp) 14.1  17.6  22.4  27.9  31.9  63.9  101.4  

기타금융채 AA0 (bp) 17.6  19.1  23.6  30.7  46.9  87.5  129.0  

기타금융채 AA- (bp) 20.4  22.0  30.1  37.4  59.1  111.5  152.1  

기타금융채 A+ (bp) 28.5  33.8  46.4  81.7  110.9  167.6  202.0  

무보증사채 AAA (bp) 8.5  13.1  16.5  21.4  21.8  24.9  44.2  

무보증사채 AA+ (bp) 12.0  15.3  18.3  23.7  26.6  52.3  82.8  

무보증사채 AA0 (bp) 16.2  18.6  22.0  27.1  32.7  90.9  144.4  

무보증사채 AA- (bp) 18.7  21.6  24.6  29.5  43.4  126.0  198.9  

무보증사채 A+ (bp) 24.5  27.6  32.2  50.7  84.0  167.5  235.1  
 

자료: 본드웹,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전일(기준: 2019.5.31 대비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폭) 
  

 

 
3 개월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20 년 

국고채 (bp) -0.6  -0.1  0.0  0.0  0.2  1.6  2.2  

공사채 AAA (bp) -0.1  -0.1  0.0  0.0  -0.1  0.0  -0.1  

은행채 AAA (bp) 0.0  0.2  0.0  -0.1  -0.3  0.0  0.0  

기타금융채 AA+ (bp) -0.2  0.1  0.2  0.4  0.4  0.0  -0.1  

기타금융채 AA0 (bp) -0.2  0.1  0.3  0.4  0.2  0.0  -0.1  

기타금융채 AA- (bp) -0.2  0.1  0.3  0.6  0.2  0.0  -0.2  

기타금융채 A+ (bp) -0.2  0.0  -0.2  0.0  0.0  0.0  -0.1  

무보증사채 AAA (bp) -0.2  -0.0  0.1  0.0  0.0  -0.3  -0.3  

무보증사채 AA+ (bp) -0.1  -0.1  0.2  0.0  0.0  -0.4  -0.3  

무보증사채 AA0 (bp) -0.2  -0.1  0.1  0.0  0.0  -0.3  -0.3  

무보증사채 AA- (bp) -0.2  -0.1  0.1  0.0  0.0  -0.4  -0.3  

무보증사채 A+ (bp) -0.1  0.0  0.0  -0.2  -0.2  -0.4  -0.3  
 

자료: 본드웹,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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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회사채 수요예측 (기준: 2019.6.3) 
  

 

정정전 정정후 기준금리 하단 상단 결정금리

3Y 1,000 1,000 0 개별민평 3년 -20 15 발표전 0

5Y 600 600 0 개별민평 5년 -20 15 발표전 0

3Y 500 500 0 등급민평 3년 -20 15 발표전 0

5Y 400 400 0 등급민평 5년 -20 15 발표전 0

3Y 500 500 0 개별민평 3년 -15 15 발표전 0

5Y 700 700 0 개별민평 5년 -15 15 발표전 0

7Y 700 700 0 개별민평 7년 -15 15 발표전 0

10Y 1,100 1,100 0 개별민평 10년 -15 15 발표전 0

우리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2019-06-03 AA 10Y 2,500 2,500 2019-06-13 교보 0 국고 10년 50 90 발표전 0

3Y 500 500 0 개별민평 3년 -20 10 발표전 0

5Y 1,000 1,000 0 개별민평 5년 -20 10 발표전 0

7Y 500 500 0 개별민평 7년 -20 10 발표전 0

3Y 1,000 1,900 5,300 개별민평 3년 -15 15 -1 0

5Y 500 1,100 4,000 개별민평 5년 -15 15 -8 0

2Y 300 400 1,530 등급민평 2년 -10 10 -26 0

3Y 200 600 2,740 등급민평 3년 -10 10 -42 0

12,000 14,000 13,570 0

미매각
금리밴드(bp)수요

예측

(억원)

수요

예측일
만기등급 발행일 주관사

발행금액 (억원)
구분

동화기업 A- 2019-06-10 KB2019-05-30

연합자산관리 2019-06-10 한국2019-05-30 AA

롯데제과 2019-06-04 AA 2019-06-13 NH

LS 2019-06-05 A+ 2019-06-13 한국

SK종합화학 AA 2019-06-13 한국2019-06-04

지에스이피에스 2019-06-03 AA- 2019-06-10 KB

 
자료: 다트, 유진투자증권 

 

[ Eugene Credit Daily - 2019.6.4 (화) ] 

 

[ 두산그룹 ] 

 

두산인프라, 신용도 개선 '뚜렷'…등급상향 과제는  

무디스, 밥캣 아웃룩 '긍정적' 조정…계열사 간접지원 가능성 발목 

간접적 지원 여부 관건…고민 깊어진 한신평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

8010003662&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010003662&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010003662&lcode=00&page=1&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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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주주환원' 강화…배당금 1 천 200 원으로 확대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795 

 

[ 현대중공업그룹 ] 

 

단기차입 부담 줄이는 현대중공업지주, 첫 5 년 만기 회사채 2000 억 발행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등 / ·재무개선으로 조달 환경 좋아져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603

27961&category=IB_FREE 

 

현대중공업지주, 차입구조 '장기화' 속도  

5 년물 회사채 조달 성사 눈앞…CP 등 단기차입 대거 상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

8220003674&lcode=00&page=2&svccode=00 

 

[ 한화그룹 ]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초라한 성적…A 급 상승 무색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 충족…차량소재 부진, 태양광은 개선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0010005

6160003548&lcode=00&page=2&svccode=00 

 

[ 하이트진로그룹 ] 

 

하이트진로, 적자전환에도 웃는 이유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795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60327961&category=IB_FREE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60327961&category=IB_FREE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220003674&lcode=00&page=2&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220003674&lcode=00&page=2&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00100056160003548&lcode=00&page=2&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00100056160003548&lcode=00&page=2&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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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증가에 맥주부문 영업손실 확대…테라 연매출 1000 억 기대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

8360003684&lcode=00&page=1&svccode=00 

 

[ 효성그룹 ] 

 

효성, 효성캐피탈 매각 시동 걸었지만 롯데캐피탈 곁눈질하며 신중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9800 

 

[ 대림그룹 ] 

 

대림산업, 호실적 지속…AA 급 복귀할까  

[Earnings & Credit]상향 트리거 이미 충족…주택경기 급락, 미국 대규모 투자 

'변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

8380003686&lcode=00&page=2&svccode=00 

 

[ 건설 ] 

 

대우건설 차입금, 깜깜이 조기상환 트리거  

3900 억, 회계기준 변경 후 입장 묵묵부답…"부채비율 공개 어렵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0010005

6080003541&lcode=00&page=2&svccode=00 

 

한신공영, 멀어지는 등급 상향…차입부담 확대  

[하이일드 기업분석]국내 주택경기 저하, 실적 감소…'긍정적' 전망 조정되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360003684&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360003684&lcode=00&page=1&svccode=00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98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380003686&lcode=00&page=2&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8380003686&lcode=00&page=2&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00100056080003541&lcode=00&page=2&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00100056080003541&lcode=00&page=2&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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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

6770003586&lcode=00&page=1&svccode=00 

 

[ 신세계그룹 ] 

 

‘유통 빅 2’ 신용등급 하락 경보 / 이마트·롯데쇼핑 전망 불투명 / 쿠팡 등 

온라인몰이 매출 잠식 

대형마트·백화점 실적부진 지속 / 공격 투자로 재무부담 커져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603

27051&category=IB_FREE 

 

  

본 자료는 보도된 사실의 단순요약으로 당사가 공식적(ex. 당사 홈페이지, Fnguide 등을 통한 공개)으로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가 아닙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채권•특정주식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
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
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6770003586&lcode=00&page=1&svccode=00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310100056770003586&lcode=00&page=1&svccode=00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60327051&category=IB_FREE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9060327051&category=IB_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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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Contact Points 

 
 

 

 

 

채권영업팀 
    
팀장 권용진  jinyk88@eugenefn.com 02-368-6390/99 

부장 박민호  mhobond@eugenefn.com 02-368-6482 

이사대우 전소진  19768@eugenefn.com 02-368-6688 

부장 조만식  mcho8855@eugenefn.com 02-368-6478 

부부장 윤현식  hyunsikyoon@eugenefn.com 02-368-6481 

차장 윤은총  eunchong.yun@eugenefn.com 02-368-6513 

차장 이동열    

대리 강민형 kangmint@eugenefn.com   

대리 신영숙  pctsys@eugenefn.com 02-368-6525 

사원 성창범   02-368-6692 
 

투자금융팀 
        
팀장 김성수  ssoo@eugenefn.com 02-368-6614 

이사 황대진  hdaejin@eugenefn.com 02-368-6456/57 

차장 안정환  aqua4157@eugenefn.com 02-368-6472 

대리 박보경  angelpbk@eugenefn.com 02-368-6631  

대리 박지혜  jh1130@eugenefn.com 02-368-6540 

사원 유단비  danbiyou@eugenefn.com  02-368-6493 

사원 오은지 qweiop596@eugenefn.com 02-368-6460 

    

CapitalMarket 팀     

팀장  이병인 al0188@eugenefn.com 02-368-6404 

부부장 정경선   

차장 민현대 m070466@eugenefn.com 02-368-6469 

차장 설우석 sulsagang@eugenefn.com  02-368-6557 

차장 조희영  chy7079@eugenefn.com  02-368-6555 

사원 박상혁 psh7302@eugenefn.com 02-368-6473 

사원 유재승  mypiko7@eugenefn.com   

사원 한신애  tlsdo119@eugenefn.com  02-368-6475  

    

FICC 팀     

팀장  전제응 jaeuhng@eugenefn.com 02-368-6450 

부부장  최주석 jschoi@eugenefn.com 02-368-6458 

대리  정유리 cocoyuri@eugenefn.com 02-368-6678 

사원  오은찬 echo@eugenefn.com 02-368-6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