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화된 신용 포트폴리오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개요  2013년 6월 30일 

금융 

호주 및 모기지에 초점 

융자 구성 (A$10억) 

다양화된 도매 재정지원 기간 부채 만기 프로파일 

통화별 상품별 

지역별 이자 수입 자산 분포 (A$10억)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CBA)는 통합 금융 서비스에서 

호주의 선도적인 업체이며 업무는 소매금융, 프리미엄 금융, 비즈니스 

금융, 기관 금융, 기금 관리, 퇴직 연금, 보험, 투자, 그리고 주식 중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8.8%의 시장 점유율로 가정 예금 넘버 원


25.3%의 시장 점유율로 주택 융자 넘버 원


11.6%의 시장 점유율로 재산 플랫폼 (FirtstChoice) 넘버 원 


1460만 고객을 가진 광대한 유통 범위

호주 최대 규모의 은행이며 ASX 상장 기업 중 두 번째 규모

등급 장기 단기
Standard & Poor’s AA- (안정적 전망) A-1+

Moody’s Investors 

Service 
Aa2 (안정적 전망) P-1

Fitch Ratings AA- (안정적 전망) F1+

2013년 6월 30일까지 만 일년 2013 2012 2011

대차대조표

융자 자산 567,167 540,226 515,938

총자산 753,876 718,859 667,899

저축 및 기타 공공 융자 459,429 437,655 401,147

총 부채 708,384 677,287 630,612

주주 자본 45,492 41,572 37,287

수입 내역

순이자 수익 13,944 13,157 12,645

기타 영업 이익 7,401 6,844 6,893

총 영업 이익 21,345 20,001 19,538

투자 경험 154 149 121

영업 지출 (9,605) (9,196) (8,891)

융자 감손 지출 (1,082) (1,089) (1,280)

소득세 지출 이전의 영업 이익 10,812 9,865 9,488

기업세 지출 (2,977) (2,736) (2,637)

외부주주지분 (16) (16) (16)

소득세 이후의 순이익 ("현금 기반") 7,819 7,113 6,835

IFRS 및 기타 비현금 품목 (142) (23) (441)

세금 공제 이후 순이익 및 기타 주요 품목

(“법령 기반”)  
7,677 7,090 6,394

2013년 6월 30일까지 만 일년 2013 2012 2011

자본  충실도

자기 자본 단계 1* 8.2% 7.8% 7.7%

단계 1* 10.2% 10.0% 10.0%

총 자본* 11.2% 11.0% 11.7%

이익

자본 수익 – (현금 기반) 18.4% 18.6% 19.5%

순이자 마진 2.13% 2.09% 2.19%

기타 은행업무 수익 / 총 은행업무 수익 23.2% 23.0% 23.9%

영업 지출 / 총 영업 수익 45.0% 46.0% 45.5%

자산 건전성

융자 감손 지출 / 총 융자 및 인수 연간 환산
0.20% 0.21% 0.25%

단체 지급 / 총 융자 및 인수 0.50% 0.52% 0.59%

* 자본 수는 2013년 1월 1일부터 APRA Basel III 자본 기준을 이용하여 보고됨

http://www.commbank.com.au/default.aspx


가정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개선됨 

 모기지는 전형적으로 변동 이자율, 원금 및 이자를 상환, 차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 

 전형적으로 모든 융자를 위해 대출자 모기지 보험 (LMI), 융자대가격 비율 (LVR) > 80%  

 고객의 81%가 현재 예정보다 앞서 지불 (선불 부가금 없음, 소유자 체류 주택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없음) 

 98%의 융자가 수입 검증과 함께 완전한 서류 절차 시행 

   

연락처 – 이메일  groupfunding@cba.com.au  

호주 경제 개관   

CBA 모기지 융자 주요 특징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5.7%; 성장율 약 3%                    

원금 부채 프로그램 

 유로 중기채권 

 유로 기업 어음 및 예금증서   

 국내 융자 

 US 중기채권 

 US 기업 어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융자 프로그램 서류, 신용평가 보고 및 기타 관련 정보을 원하시면 

www.commbank.com.au/groupfunding 를 방문하십시오.   

 

 시드니– 장기 펀딩 

 Simon Maidment  +612 9118 1339 

 Graham Raward    +612 9118 1344 

 Patrick Bryant +612 9118 1345 

 Ed Freilikh +612 9118 1337 (금융증권화) 

 Alvin Wei        +612 9118 1342 

 Michael Thiyavutikan  +612 9118 1346 

 Sameer Narula +612 9117 1296 

 

 

 

 부채 투자 관계 

 Richard Nelson +612 9118 1343 

  런던 – 장기 금융 

 Liam Carden +44 20 7710 3916 

 런던 – 단기 금융 

 Stewart Nixon +44 20 7710 3975 

  뉴욕– 단기 및 장기 금융 

 Lisa Balfe  +1 212 336 7730 

 

지속적이고 꾸준한 GDP 성장  

2014년 사이드웨이 추적 상품 가격  인구 및 이민 증가 ,주택 증가를 초월하기 시작 

면제조항: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ABN 48 123 123 124) 혹은 자회사의 증권을 구매하거나 구입 요청을 초래 혹은 이를 의도하거나 구입 혹은 구매를 

위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권장사항 혹은 조언을 구성하거나 이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CBA의 포트폴리오 수행 양호 

Demand는 인구 증가가 시사하는 새로운 거주 수요를 나타냄 

               C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