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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준의 대형은행 종합자본분석(CCAR) 결과

1. 분석 결과
□ 미 연준은 6.27일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자산규모 2,500억달러 이상 18개
대형은행(미국 은행권 전체 자산의 약 70% 수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종합자본분석(CCAR;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결과를 발표
o 18개 대상은행중 17개 은행은 적합, 1개사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음*
* 2018년에는 35개 대상은행중 31개 은행은 적합, 3개 은행은 조건부 적합, 1개
은행(Deutche Bank USA)은 부적합 판정을 받음

― Credit Suisse Holdings(USA)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업손실 추정시
가정에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자본의 적정성과 조달계획에 대한
우려로 금년 10월 27까지 해결을 전제로 적합 판정
― 자본조달 계획에 중대 과실 및 스트레스 상황하의 수익과 손실 예
측방법과 가정 문제 등으로 최근 3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Deutche Bank USA는 적합 판정
o 이들 은행의 보통주 자기자본규모는 2009년초 이후 6,600억달러에 달
하는 확충노력으로 18.4/4분기 현재 1.02조 달러로 확대되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비율이 09.1/4분기 4.9%에서 18.4/4분기 12.3%로 상승
― 은행들의 자본확충 계획 및 소득 전망(Baseline 시나리오)에 따르면
19.3/4분기에서 20.2/4분기까지 이들의 현재 자기자본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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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주요은행의 배당 예상 및 시장의 반응
□ 18개 대형은행들이 이윤을 초과하는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o JP Morgan은 분기 배당을 주당 80 cents에서 90 cents로 인상했으며,
자사주 매입 한도도 90억달러 늘린 294억달러로 확대
o Goldman Sachs는 사상 최대수준인 주당 1.25달러의 배당을 포함하여
총 88억달러(작년 63억달러)를 지급할 예정
o Morgan Stanley는 배당금을 주당 30 cents에서 35 cents로 인상하고 자
사주를 60억 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 82억달러(작년 68억
달러)를 각각 주주에게 돌려줄 예정
o BOA는 3분기 배당금을 주당 15 cents에서 18 cents로 인상할 예정이며
자사주를 309억 달러까지 매입 가능
o Wells Fargo는 배당금을 주당 45 cents에서 51 cents로 인상했으며 자사
주를 231억 달러까지 매입 가능
o Citigroup은 배당금을 주당 45 cents에서 51 cents로 인상했으며 자사주
를 215억 달러까지 매입 가능
o Capital One은 배당금을 주당 40 cents로 동결하였으나 자사주 매입규
모를 12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확대할 계획
□ 연준의 CCAR 발표(27일 4시 이후)의 영향으로 CCAR 대상 은행의 28일중
주가는 대부분 상승 마감
o BOA(+2.80%), JP Morgan(+2.76%), Goldman Sachs(+2.67%), Citi(+2.76%) 등
주요 대형 은행의 주가는 2% 이상 상승
o 다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Credit Suisse 은행의 주가는 소폭 하락
마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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