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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청약에 2585兆 몰렸다… 카뱅, 시작부터 대박 조선일보

카카오뱅크 SKIET의 청약 기록 깨며 공모가 3만9000원으로 확정

개인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오는 26~27일 진행. 공모가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내면 청약이 가능

KB·하나금융,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 기록…중간배당도 발표 이코노미스트

KB금융 상반기에만 2조원대 당기순이익 기록. 하나금융도 역대 최대 순이익 성과

업계 관심 받은 중간배당도 일제히 발표(KB금융 주당 750원, 하나금융지주 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 결정)

지방은행, 자금 조달 안전성 '역대 최악' 데일리안

지방은행 평균 NSFR(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눠 계산) 106.5% '사상 최저'

코로나19 이후 금융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돈줄을 찾기가 어려워진 탓

코로나 연체자 신용회복 검토...모럴해저드는 부담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착수

연체기록 등재 유예하거나 기간 조정하는 방안 유력. 성실상환자 옥석가리기 실패시 모럴해저드 우려

전화로 모바일 화면 보며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서울경제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과 청약절차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게 가능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으로 지정

대법 "보험계약 무효때 반환청구권, 5년 지나면 소멸" 파이낸셜뉴스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험 역시 상사계약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NH투자증권, 2분기 순이익 2704억 '사상 최대' 뉴시스

NH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이 매출 2조899억원, 영업이익 3929억원으로 집계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탓에 카카오페이증권 신사업 영향 불가피 조선비즈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연기되면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신사업에도 빨간불

카카오페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연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페이 상장으로 인한 자금 수혈이 늦어질 수 있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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