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및
㈜효성 기명식 보통주식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안내
“2018년 11월 28일 ~ 2018년 12월 17일(20일간)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
소재㈜ 또는 효성화학㈜ 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이의 대가로 ㈜효성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여 교부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개매수자(신주발행인) : ㈜효성
■ 공개매수대상주식 :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
■ 공개매수기간 : 2018년 11월 28일 ~ 2018년 12월 17일(20일간)
■ 공개매수가격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1주당 166,000원

1주당 44,100원

1주당 103,000원

1주당 125,500원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에 따라 결정된 가액임)
금번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에 응한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
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에게 상기의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매수 방식’이 아닌, 응모주
주에게 ㈜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현물출자 신주발행의 방식’입니다. 교환
비율은 2018년 11월 23일 ㈜효성 신주발행가액이 확정되는대로 2018년 11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
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
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됩니다.
■ 공개매수 예정주식수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1,300,000주

2,800,000주

1,350,000주

950,000주

■ 공개매수 청약장소 : 미래에셋대우(주) 본점 및 지점
■ ㈜효성 신주에 관한 사항
보통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2018년 11월 23일 확정되며, 발행주식총수 또한 발행가액이 확정된
이후 결정되기 때문에 발행가액 확정 공시와 함께 발행주식총수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단, 발행주식총수는 공개매수 응모결과 및 단수주 발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개매수결과 및 신주배정 공고일 : 2018년 12월 18일
■ 초과응모주식반환일/단수주대금 입금일/증권거래세 징수일 : 2018년 12월 20일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신주발행인): ㈜효성 (대표자 : 조현준, 김규영)
(2) 공개매수자의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 현황 (2018년 10월 26일 현재)
① 최대주주 : 조현준 외 10명
② 소유주식수 : 보통주식 기준 5,289,552주(38.34%)
2. 공개매수 할 주식 등의 발행인 : 효성티앤씨㈜ (대표자: 김용섭)
효성중공업㈜ (대표자 : 김동우)
효성첨단소재㈜ (대표자 : 황정모)
효성화학㈜ (대표자 : 박준형)
3. 공개매수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에 대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4. 공개매수 예정주식 등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 예정주식의 종류

공개매수
예정주식의 수

공개매수 후
㈜효성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 수

공개매수대상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효성티앤씨㈜ 기명식 보통주식

1,300,000주

1,527,841주

4,327,682주

효성중공업㈜ 기명식 보통주식

2,800,000주

3,290,914주

9,324,548주

효성첨단소재㈜ 기명식 보통주식

1,350,000주

1,585,858주

4,479,948주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

950,000주

1,117,951주

3,190,126주

5. 공개매수(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발행할 신주의 내용
(1) 신주의 종류 : ㈜효성 기명식 보통주식
(2) 주당발행가액 : ㈜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2018년 11월 21일 ~ 2018년 11월 23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됩니다.
(3) 신주배정주식수
(효성티앤씨㈜ 보통주식 공개매수수량 × 주당 공개매수가격(166,000원)) +
(효성중공업㈜ 보통주식 공개매수수량 × 주당 공개매수가격(44,100원)) +
(효성첨단소재㈜ 보통주식 공개매수수량 × 주당 공개매수가격(103,000원)) +
배정주식수 =

(효성화학㈜ 보통주식 공개매수수량 × 주당 공개매수가격(125,500원))
㈜효성 보통주식의 주당 발행가액

단, 각 공개매수 응모주주에 대하여 부여할 ㈜효성 보통주식의 수에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효성 보통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6. 공개매수기간, 가격, 결제일 등 공개매수 조건
(1) 공개매수기간 : 2018년 11월 28일 ~ 2018년 12월 17일(20일간)
(2) 공개매수가격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1주당 166,000원

1주당 44,100원

1주당 103,000원

1주당 125,500원

(3) 결제일 : 2018년 12월 20일(목)
(4) 결제의 방법
① 매수기간 종료 후 공개매수통지서를 응모주주가 공개매수 청약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송합니다.
② 결제는 현금이 아닌 ㈜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신주)으로 이루어지며, 단수주에 대해서는
결제일인 2018년 12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증권거래세는 결제일인 2018년 12월 20일에 징수되므로 응모주주는 결제일 날짜로
응모계좌에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금액(공개매수 확정주식수 × 주당 공개매수가격 ×
0.5%)의 현금잔고를 유지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개매수 응모주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수를 초과하여 매수되지 않는 주식은 2018년
12월 20일에 출고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청약주주들에게 반환됩니다.
7. 공개매수자금의 내역: 금번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에 응한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매수
방식’이 아닌, 응모주주에게 ㈜효성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현물출자 신주발행의
방식’이며,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효성은 최대 발생 가능한
단수주 결제대금을 고려하여[(효성티앤씨㈜의 주주수 + 효성중공업㈜의 주주수 + 효성첨단소재㈜
의 주주수 + 효성화학㈜의 주주수) x ㈜효성 신주발행가] 충분한 금액(3,629,000,000원)을
공개매수자용 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8. 공개매수사무취급자: 미래에셋대우㈜(본·지점 전화번호: 본 공고 하단을 참조)
9. 공개매수의 방법
(1) 청약의 방법
①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의
명부주주: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실물주권을 입고하고,
공개매수 청약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청약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의
실질주주

(a) 미래에셋대우㈜의 위탁계좌 또는 세금우대/비과세 저축계좌에 주식이 있는 경우
공개매수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 제출한 후,
청약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b) 타증권사의 위탁계좌에 주식이 있는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에 응할 주식을 대체입고시킨 후 공개매수
청약신청서를 작성,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 제출하고, 투자설명서와
청약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c) 타증권사의 세금우대/비과세 저축계좌에 주식이 있는 경우 청약자는 해당 증권사는
청약마감일(공개매수 마감일)에 청약내역을 집계하여 각 현물출자자(공개매수응모자
등)들의 공개매수 청약신청서 및 응모현황의 집계내역을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개매수청약이 이루어지고 미래에셋대우㈜ 계좌에 입고된 응모주식은 적절한 청약철회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④ 청약하고자 하는 주주는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약하여야
하며(외국인주주의 경우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전화, fax 또는 인터넷 등 on-line등을
통한 청약은 불가능 합니다.
※ 실명확인서류: 개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등록증)
⑤ 청약은 공개매수 종료일(2018년 12월 17일) 오후 3시까지만 접수합니다.
(2) 응모자의 청약철회(유상증자 청약취소)의 방법: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의
증자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청약을 한 주주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공개매수와 관련된 청약(유상증자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모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018년 12월 17일 오후 3시까지 청약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공개매수 청약확인서 및 공개매수 청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개매수자의 청약주식 등의 매입방법: 공개매수자는 결제일인 2018년 12월 20일에,
청약주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청약주식의 전량을 매수합니다.
(4)공개매수신고의 정정 및 철회의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0.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1) 공개매수의 조건, 목적, 방법, 시기 등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겸업 중인 임원 제외)간의 공개매수의 조건, 목적, 방법, 시기 등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금번 공개매수의 경우

공개매수자인 ㈜효성의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도 공개매수 대상주식에 포함되며, ㈜효성의
특별관계자들의 공개매수 참여 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효성은 당사의
특별관계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기간 중 공개매수 대상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공개매수자나 특별관계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주지시킬 예정입니다.
(2)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향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의 선임 등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자는 본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 간의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향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의 선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3)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이익제공, 고용승계 등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
공개매수자는 본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 간의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이익제공, 고용승계 등 회사운영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4) 그 밖의 공개매수 또는 회사의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자는 본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 간의 그 밖의 공개매수 또는 회사의 장래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11. 공개매수 종료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금번 보통주식 공개매수 대상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는 회사가 속해 있는 사업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개매수를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며, 공개매수 청약 결과에 따라 당사가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효성티앤씨㈜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효성화학㈜의 지분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2. 공개매수 신고서 및 공개매수 설명서의 열람 장소
(1) 전자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2) 서면문서: 미래에셋대우㈜ 본점 및 전국 각 지점

이 공개매수 공고는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매수자 주식회사 효성
공개매수사무취급자 미래에셋대우㈜

- 본∙지점현황
본∙지점명

지번주소

전화번호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 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1588-6800

IWC1

031-778-8909

IWC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64 판교미래에셋센터빌딩 5 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미래에셋대우빌딩
1,2 층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1 오로라월드빌딩 1 층

IWC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 가 62-17 미래에셋대우빌딩 1 층

062-716-0001

IWC 대구

대구시 중구 봉산동 127-3 대성빌딩 1,2 층

053-716-8860

IWC 대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1042 영남빌딩 1,2 층

042-710-9930

IWC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52 미래에셋대우빌딩 2,3 층

051-710-7765

IWC 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 국민연금전북회관 1,2 층

063-715-5561

WM 강남파이낸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 층

02-2112-1900

강남센터 WM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 홍우빌딩 3·4 층

02-3475-0700

관악 WM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2-8 동진빌딩 3 층

02-875-5454

교대역 WM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4-25 삼하빌딩 2,3 층

02-581-0600

디지털구로 WM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184-1 우림 e-Biz 센터 2 차 2 층

02-856-5700

반포 WM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1 쌍동빌딩 동관 4 층

02-592-9800

방배 W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0-13 서경빌딩 1 층

02-597-4400

방배중앙 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1-6 범양빌딩 3 층

02-3477-2251

보라매 WM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9 보라매아카데미타워 3 층

02-831-6900

서초남 WM

02-522-9300

역삼역 WM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4 일복빌딩 2 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 래미안퍼스티지중심상가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3 층

가락 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2 문정플라자 3 층

02-3401-5544

강남구청 W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5-1 설비건설회관 3 층

02-3446-1900

갤러리아 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9 더트리니티플레이스 4,5 층

02-3445-9966

대치 W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99 대원빌딩 3 층

02-554-8100

도곡 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4 삼성 SEI 타워 3 층

02-573-5599

방이역 WM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7-3 삼아빌딩 3 층

02-412-6400

송파 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6-5 대준빌딩 3 층

02-419-5160

IWC2

신반포 WM

02-6933-7740
02-2088-8877

02-534-0142
02-568-8866

지점명

지번주소

전화번호

압구정 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4-3 융기빌딩 2 층

02-545-0361

잠실새내역 WM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9 잠실파인애플상가 3 층

02-3431-3113

한티역 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2 층

02-561-1133

훼미리 WM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 GS 문정프라자빌딩 3 층

02-443-7007

강릉 WM

033-823-0091

광나루 WM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12-1 문선빌딩 6 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342 스타시티더클래식 500
3층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45-5 대한제지빌딩 5 층

구리 WM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 우진빌딩 1 층

031-567-0002

동해 WM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8-4 동해빌딩 2 층

033-532-3340

명일동 WM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6 이화빌딩 4 층

02-3428-2500

성동 WM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67-23 나래타워 3 층

02-2297-4466

속초 WM

033-636-3900

원주 WM

강원도 속초시 교동 669-9 보광빌딩 2 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20
올림픽선수촌 APT 상가 C 동 2 층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57-7 정한프라자 6 층

잠실 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30 타워 730 2 층

02-419-9933

장한평 WM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5-2 금풍빌딩 1 층

02-2248-8700

청량리 W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1 층

02-962-4911

춘천 WM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 가 96 우리은행빌딩 2 층

033-251-8851

테헤란밸리 WM

02-564-3355
02-6030-0001

광화문 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2 해성빌딩 1,2 층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웨스트타워
35 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2 층

노원 WM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2-1 교보생명빌딩 4 층

02-934-2511

돈암동 W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 가 92 67-1 강윤빌딩 2 층

02-925-1700

마포 WM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 S-oil 빌딩 2 층

02-719-8861

명동 WM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59-19 개양빌딩 6 층

02-777-5400

상암 WM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9 전자회관빌딩 6 층

02-332-2321

서울역 WM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541 서울스퀘어빌딩 2 층

02-774-1921

센터원영업부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B1 층

02-3774-8300

수유 WM

서울시 강북구 수유 3 동 229-15,16 수성타워 3 층

02-905-2600

신촌 WM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1 거촌빌딩 2 층

02-718-6700

용산 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 가 191 LS 용산타워 3 층

02-797-9696

용산타워 WM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 가 191 LS 용산타워 3 층

02-792-7070

의정부 WM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2 층

031-877-8772

일산 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2-2 한솔코아 3 층

031-921-3101

일산중앙 WM

031-922-7600

홍제동 WM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9 화성프라자 2 층
서울시 중구 충무로 1 가 21-1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
B2 층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1-2 외 2 홍제빌딩 2 층

화정 W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2 케이탑리츠빌딩 2 층

031-938-9911

강서 WM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5 그랜드아이파크 3 층

02-2065-4600

강서중앙 WM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98-9 원풍빌딩 2 층

02-2691-5774

건대역 WM

올림픽 WM

WM 센터원

중앙우체국 WM

02-454-8484
02-458-6644

02-404-8851
033-766-1900

02-736-9170

02-2088-5550
02-3217-1800

지점명

지번주소

전화번호

개봉동 WM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57-13 도루코빌딩 2 층

02-2616-6655

남인천 WM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70 오아시스빌딩 3 층

032-422-8100

목동 WM

서울시 양천구 목 5 동 908 광장종합상가 3 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62-1 목동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3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2 금영프라자 2 차 3 층

02-2062-0100

032-505-8451

제주 WM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9-5 금남빌딩 5 층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3-5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2 층
223-227 호
제주시 노형동 3779-1 세기빌딩 2 층

여의도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7, 8 한국화재보험협회 2 층

02-3774-1900

연수 W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3-3 소망빌딩 2 층

032-813-5588

영등포 W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 68-2 뉴포트빌딩 3 층

02-3667-0990

인천 WM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1 [舊] 미래에셋대우빌딩 1,2 층

032-763-4401

주안 WM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7-7 미래에셋대우빌딩 3 층

032-423-1100

중동 W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협빌딩 5 층

032-667-7711

동탄 WM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6-4 위너스타 4 층

031-8015-0088

미금역 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7 금산젬월드 3 층

031-713-1600

분당 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3 센트럴타워 1,2 층

031-705-7000

분당우체국 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7 성남분당우체국 1 층

031-778-6755

분당중앙 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인텔리지 I 킨스타워 2 층

031-718-3311

산본 WM

031-394-0940

수지 WM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4 유공프라자 3 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1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2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2 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66-10 성복프라자 4 층

안산 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2 거풍스카이팰리스 2 층

031-481-9200

안산중앙 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5 BYC 빌딩 3 층

031-482-0055

영통 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2 층

031-205-0900

정자동 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4 태남프라자 2 층

031-714-7600

평촌 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1 평촌스포츠센터 3 층

031-476-7007

평촌중앙 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평촌아크로타워 A 동 3 층

031-386-2323

평택 WM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98-2 2 층

031-692-7676

경산 WM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38-7 도륜빌딩 2 층

053-811-2211

경주 WM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KT 경주지사 1 층

054-776-5533

구미 WM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8 KDB 산업은행 2 층

054-451-1511

대구 WM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9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2 층

053-751-0345

상인 WM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12 상인프라자 2 층

053-638-4100

서대구 WM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452-1 죽전메디빌 3 층

053-523-8500

서울산 WM

052-224-5800

안동 WM

울산시 남구 무거동 464-1 대로빌딩 1 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198-5 국민연금관리공단빌딩
4층
경상북도 안동시 동부동 85-3 미래에셋대우빌딩 1 층

울산 WM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5-7 미래에셋대우빌딩 3 층

052-258-7766

목동중앙 WM
부천 WM
부평 WM
송도 WM

수원광교 WM
수원 WM

성서 WM

02-2601-6191
032-325-9933

032-832-7600
064-745-0097

031-214-9911
031-224-0123
031-896-4300

053-582-4567
054-841-2266

지점명

지번주소

전화번호

칠곡 WM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40 스카이빌딩 2 층

053-325-5533

포항 W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3-10 대우증권빌딩 1 층

054-277-6655

거제 WM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34-5 아주비즈니스텔 2,3 층

055-688-0134

거제고현 WM

경남 거제시 고현동 970-18 GJ 빌딩 2 층

055-637-7600

김해 WM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43-2 밝은메디칼센터 2 층

055-324-2421

남천동 WM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27-6 한진빌딩 1 층

051-625-0030

마산 W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59-6 무학빌딩 2 층

055-297-8851

범일 WM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8-1 미래에셋대우빌딩 1 층

051-644-0077

부산 WM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 동 397-47 부천이빌딩 1 층

051-805-7001

북부산 WM

부산시 북구 덕천 2 동 399-4 구포빌딩 2 층

051-337-1600

사상 WM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6-1 M-City 빌딩 4 층

051-327-8801

서면 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7-3 아이온시티 7 층

051-806-6001

센텀시티 WM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98 트럼프월드센텀 1 차상가 2 층

051-746-9200

중앙동 WM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 가 44-1 KDB 산업은행빌딩 5 층

051-242-3351

진주 WM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5-7 미래에셋대우빌딩 2·3 층

055-742-3444

창원 WM

055-282-6900

창원중앙 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3 미래에셋대우빌딩 2 층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더시티세븐교육문화센터
2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6 캔버라호텔 1 층

통영 WM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58-8 동인빌딩 2 층

055-643-8881

사하 WM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8-11 삼성전자빌딩 3 층

051-293-6644

해운대 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4-1 마리나센터 7 층

051-743-1211

군산 WM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00-14 유앤미프라자 2 층

063-443-1711

대전 WM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39-1 한솔빌딩 2 층

042-253-3301

동대전 WM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59-1 대덕메디칼빌딩 5 층

042-627-4100

두암동 WM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21-2 동강빌딩 5 층

062-267-8844

둔산 W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타워 2 층

042-483-6555

목포 WM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8 썬시티 3 층

061-285-9911

상무 WM

062-365-0700

세종 WM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36 아주청연빌딩 3 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 가 1525-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47 중앙타운 2 층

수완 WM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428 번지 동원빌딩 2 층

062-956-9449

순천 WM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721-5 세븐빌딩 5 층

061-724-4422

창원시티 WM

서전주 WM

여수 WM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6

KDB 산업은행 1·2 층

055-600-6000
055-268-6700

063-227-1414
044-866-2033

061-663-7997

온양 WM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00-24 유엘시티 5 층

041-549-2233

익산 WM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55-1 엘드타운 4 층

063-857-8811

전주 WM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 국민연금전북회관 1,2 층

063-273-7000

제천 WM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 2 가 29-2 대명빌딩 2 층

043-642-6600

천안 WM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22 하이렉스타운 2 층

041-565-5445

천안아산역 W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5 번지 우성메디피아 3 층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 가 9-3 미래에셋대우빌딩
2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6-3 1 층

041-562-0311

청주 WM
청주중앙 WM

043-250-3311
043-254-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