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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시사한 금융지주 회장들 “주주환원책 적극 펼치겠다” 조선비즈

6월 10일 4대 금융지주는 JP모건이 주관한 해외투자자 대상 온라인 IR에서 중간배당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하나금융만이 중간배당을 했는데, KB·신한·우리금융도 정관상 중간배당이 가능한 만큼 올해는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월 은행 가계대출 7년만에 ‘반짝 감소’… 주담대는 증가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24.1조원으로 전달(1025.7조원)보다 1.6조원 감소. 지난 2014년 1월 2.2조원 감소한 이후 7년 4개월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지난달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으로 5조5000억원 감소했다. 5월 주담대는 4조원 증가해 전달 (4.2조원)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자도 못내는데…” 중기대출, 1년새 50조 늘었다 데일리안

지난 5월 말 5대 은행의 자영업자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잔액은 521.2조원으로 코로나19이후 최대치 갱신. 지난해 말 대비 약 24조원, 전년동기대비 49.8조원 증가

이같은 중기대출 증가세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힘입어 지난해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토스 증자, 기업가치 3배로… 이승건 대표 지분 10% 초반대로 떨어져 조선비즈

토스는 조만간 유상증자를 딜 클로징할 예정. 당초 계획했던 2,000억원에서 45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유치. 유승증자 마무리되면 1,000억원 가량을 토스뱅크에 투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개점 전 유상증자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토스의 기업 가치는 약 8조원으로 1년만에 2.6배 올라섰다. 

동호회·택배반송…카카오손보, 틈새시장 노린다 이데일리

카카오가 받은 예비인가는 ‘디지털보험사’로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는 대면영업이 아닌 통신ㆍ전화ㆍ우편 등 전체 계약의 90%가 디지털 수단으로 이뤄진다.

인가 대상은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전부다.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

서울보증보험 매물로?···"알짜회사 잡자" 보험업계 들썩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 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보증보험 매각 가능성이 거론. 금융당국은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전제로 업계 관계자와 논의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실제 서울보증보험이 매물로 나온다면 KB손해보험이나 한화손해보험 등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KB손해보험,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만지작'… 이유는? 머니S

KB손보는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며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추가

2030 소액투자자 늘어나는데…당국, 소수점 거래 도입 '뒷짐' 매일경제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가 만료.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0.1주와 같은 소수점 단위로 해외 주식 거래 가능

그러나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대로 소수점 거래를 제도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주주 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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