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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기관청약 2,400조 '사상 최대'···수요예측 경쟁률도 1,700대 1 돌파 서울경제

카카오뱅크 기관 수요예측에서 2,400조원 이상의 청약 주문이 몰리며 신기록 세워. 오는 26~27일 일반 투자자 청약도 흥행 예상

기관 수요예측에서 역대 최대 주문이 몰리면서 공모가 역시 희망 범위 최상단인 3만 9,0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

빅테크 견제' 은행권, 금융결제원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뭉치나 뉴스1

금융위, 은행권에 '플랫폼 구축은 은행이 결정할 사안' 공식의견 전달

은행연합회, 의견 조율 쉽지 않아…금결원 플랫폼 구축 방안 거론

초저금리 지속·중도해지 늘자…5대 은행 적금 잔고도 6조원 ‘뚝’ 아시아투데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정기 적금 잔고가 반년 만에 약 6조원 감소. 최근 초저금리가 지속돼 적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탓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정기 적금 잔액은 35조3127억원. 지난해 말 41조3210억원보다 6조83억원 감소

다음 달 `P2P' 폐업 위기…1조 투자금은 어쩌나 이데일리

온투업 등록 유예기한 종료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등록을 마친 업체는 7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80여곳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이에 1조원이 넘는 투자금 피해에 대한 우려 확산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 연합인포맥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시작 

교보생명, 보험업계 첫 마이데이터 본허가 한국경제

교보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 전북은행,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뱅큐 등 다섯 곳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승인했다고 발표

상반기 주식 12.6조·회사채 110조 발행…역대 최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 발행 규모는 12조6천361억원(80건)으로 1년 전(2조1천530억원·38건)보다 10조4천831억원(486.9%) 증가

삼성증권 "초고액자산가 100조, 법인고객 100조 최초 달성" 뉴시스

삼성증권은 30억원 이상 자산 개인고객(SNI)과 법인고객 예탁 자산이 각각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혀 

증권업계에서 개인영업의 핵심인 30억원 이상 자산가와 법인영업 모두에서 자산 100조원씩을 달성한 것으로 업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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