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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이상호, HSBC 증권 공동대표에 임명 
 

 

HSBC 증권은 이종진, 이상호를 HSBC 증권 공동대표에 임명했다. 

  

HSBC 는 이번 임명을 통해 영업, 트레이딩,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업무에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HSBC 증권은 국내 고객이 글로벌 마켓 투자은행 

분야에서 기회를 찾도록 돕는 HSBC 전략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임명은 HSBC 의 

국내 투자은행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HSBC 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막힘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진 공동대표는 Dresdner Bank 근무 후, 2009 년에 HSBC 아태지역 본사 (홍콩 소재)에 

입사하였으며, 2010 년에 HSBC 증권으로 옮긴 이후 줄곧 채권영업팀을 이끌어 왔다. 

2019 년에는 주식영업으로 업무 영역을 넓혔다.  이 공동대표는 신규고객과 신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했으며, 영업관리 능력과 신중한 리스크 관리에도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 

  

이상호 공동대표는 JPMorgan 근무 후, 2010 년에 HSBC 증권에 입사하였으며 그 이후에 

줄곧 채권자본시장팀을 이끌어 왔다.  이 공동대표는 HSBC 와 JPMorgan 뉴욕, 홍콩에서 

20 년 이상 쌓아온 투자은행 경험을 바탕으로, HSBC 증권이 국내에서 선도적인 자본시장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HSBC 증권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고객을 위해 리서치 분석, 주식 중개 서비스, 주식 및 

채권 발행 업무/ 중개 거래 서비스 및 투자은행 업무를 제공한다.  HSBC 증권은 국내 채권 

발행시장에서 스트럭처링(structuring)에서부터 영업, 딜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최고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HSBC 증권은 2018 년에 블룸버그 채권자본시장 

코리아 리그 테이블 전 분야 1 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 이후 줄곧 톱 3 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또한 2019 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총 19 개의 그린채권, 

지속가능채권 중 12 개를 주관하며 ESG 채권 시장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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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개인금융, 커머셜 뱅킹, 글로벌 뱅킹 및 마켓,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의 4개 사업군을 

운영하며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6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 년 9 월 30일 기준 

HSBC그룹의 자산은 2조7천2백8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