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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그룹, 한국 소비자금융 철수 발표

□ 씨티 그룹(미국 3위 은행)은 10.14일 3/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글로벌 

소비자금융(Global Consumer Banking) 변혁의 일환으로 11개국의 소매금

융 및 한국에서의 소비자금융 철수*를 발표

    * 코스타리카, 체코, 이집트, 엘살바도르, 괌, 과테말라, 헝가리, 일본, 니카라과, 
파마나, 페루에서는 소매금융(consumer banking)을, 한국에서는 소매금융의 한 
부분인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 business)사업을 철수하지만 동 국가들
에서의 기업금융은 지속할 것임을 부가

     ＃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소매금융

 ㅇ 이에 따라 글로벌 소비자금융 제공 범위가 현 35개국에서 24개국으
로 축소되며 2015년말까지 매각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

(소매금융 철수 원인)

□ 이와 같은 소매금융의 철수는 금융규제 준수* 등을 위한 영업비용 
절감 등을 위해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초반부터 실시한 각국의 소매금
융 수익성 평가 결과도 반영한 것임

     * 씨티은행은 금년 3월 FRB의 대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테스트)에서 

자본확충계획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음

     ** 24개국의 소매금융수익이 현재 글로벌 소매금융 수익의 95%를 차지

 ㅇ 씨티그룹의 금년 3분기 영업비용이 전년동기대비 11% 상승한 데 반해 
수익은 8% 상승에 그치면서 여전히 영업비용 절감 필요성이 큰 상황

 ㅇ 11개국으로 부터의 소매금융 철수 시 영업비용이 $1.34billion 절약
되는 반면 순수익은 $34million 감소할 것으로 예상

씨티그룹 3/4분기 영업실적
($ millions)

3Q’14 3Q’13 YOY(%)
Total Revenues 18,016 16,646 8%
(개인소매금융) 9,637 9,232 4%
(법인ㆍ기업금융) 8,371 7,372 14%
(기타) 8 42 -81%
Expenses 11,643 10,283 11%
(법률비용 등) 52 51 2%
Net Income(Adjusted) 3,395 3,372 1%
바젤 Ⅲ 기본자본비율(Tier 1) 10.7% 10.5%

          자료: Citigroup Inc.



(시장의 반응 및 평가)

□ 씨티그룹의 경영 합리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주당 순이익

(adjusted net income per share)이 시장의 예상($1.12)을 뛰어 넘은 $1.15

를 기록함에 따라 씨티그룹 주가는 3.1% 상승*($51.47)

    * 금일(10.14일) 다우존스는 씨티 그룹 등 주요은행들의 3/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으로 보합 마
감(5.9p 하락, 16,315.2)

□ 시장에서는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예금에 치중되어 있는 

소매금융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철수 이유일 

것으로 분석하며 자본규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준수를 위해 비용

절감 등 은행권의 자구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Reuter, Bloomberg,

니혼게이자이, 14.10월, 14.8월)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부실자산 상각과 더불어 저금리 지속 

및 신용기준 강화로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재편성 등의 구조조정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보임

 ㅇ 다만, 금년 3월 FRB로부터 자본확충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대형은

행이 30개중 5개*에 불과하고 HSBC 등은 글로벌 소매금융 합리화를 

이미 시행한 상황이여서 소매금융 철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Citigroup, Santander, RBS, HSBC 및 Zions Bancorporation

     ―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씨티금융은 올해 상반기 5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매각작업 등의 전략적 

조치를 내년까지 끝내기로 결정하고 한국씨티은행의 기타 소매 

금융(카드사업 포함) 및 기업금융 사업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

을 것이라고 전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