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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행지주 대상 '사전유언장' 7월부터 도입 서울경제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은행,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도입

RRP제도는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해 자본확충·자금조달 등 회사·정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어두게 한 제도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기대·우려 공존... 지주사 전환 의사 없어” 조선비즈

"지금은 코로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당분간 지주사 전환 추진 의사 전혀 없다고 발언

검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압수수색 더벨

검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의 과거 라임 펀드 판매은행 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진행

현재 7개 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에 얽혀있지만 이번 일반은행국 압수수색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쪽 자료 확보 목적에 무게가 실린다.

BNK금융지주, BNK자산운용 상반기 추가증자 검토중 아시아뉴스

앞서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BNK투자증권에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한 데 이어 비은행 부문 강화 위해 상반기 내 추가 증자를 검토 중

2015년 부로 총 4800억 유상증자하면서 비은행 관련 당기순이익 기여도는 2017년 15.6%에서 2020년 24.4%로 올랐다.

금감원, 오늘 NH투자·하나은행 제재심…예탁원은 빠져 한국경제

금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NH투자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천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

삼성화재, 中 텐센트 합작법인 설립 속도낸다 팍스넷뉴스

삼성화재가 중국 텐센트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올해 마무리

텐센트와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영국 로이즈(특화보험) 시장의 손해보험회사 캐노피우스 지분 투자를 통해 해외와 연계한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

증시예탁금 한달 새 74조→64조···‘빚투’는 21조 신기록 행진 한겨레

증시 대기자금으로 일컬어지는 투자자예탁금이 1월 중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를 타면서 한 달 남짓 만에 10조원가량 줄었다.

반면,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수준을 가늠케 하는 신용공여 규모는 역대 최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시 활황 기대감 여전, 상승 탄력은 감소

증시 불타는데…변액보험 성장세는 주춤 대한금융신문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누적 매출)는 15조6997억원으로 전년동기 3.4% 감소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꺾인 건 초회보험료 유입보다 계속보험료 감소가 더 컸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가입자의 신규 유입보다, 기존 가입자의 해지가 더 많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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