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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상… 경남은행 최대 0.3%P↑ 조선비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속속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서는 중

경남은행, 다음달 1일부터 동행감사 정기예금 등 거치식, 적립식 단기 수신상품 27종 금리를 인상… DGB대구은행도 인상 계획 중… NH농협은행 다음달부터 0.25~0.4%p 인상

예·적금 금리 0.4%p 인상에… 은행 정기예금 이틀새 1.65조 폭증 머니S

최근 이틀동안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1조 6,000여억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시 은행으로 몰리는 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10월말 기준으로 전월말대비 20조 4,583억원 증가… 주식시장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

은행 부실채권 '역대최저'에도 대손충당비율 늘어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9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0.51%로 역대 최저치… 부실채권 금액은 9월 기준 11조 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원이 감소

부실채권 비율이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지만 이는 건전성 개선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지원 때문으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진단

치솟는 신용대출 금리…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데일리안

국내 은행권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1%p 가까이 치솟으며 5%에 육박… 신용대출 이자율은 이미 그 전보다 높아진 실정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66%로 지난해 말보다 0.84% 오른 것으로 집계… 추가 금리 인상시 신용대출 받은 차주 부담 가중 우려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설립 재추진… KB금융의 '알짜배기'로 자리매김? 머니S

푸르덴셜생명,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다시 추진… 비용이 많이 드는 전속 채널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 자회사형 GA 이동시키기만 해도 고정 비용 중 30~40% 절감

또한 제로금리 장기화 속 보험산업이 저성장구조에 직면하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 상품 폭 또한 넓혀야 생존 가능

MZ세대 잡으려면…업계 1위 삼성생명마저 '러브콜' 한국경제

삼성생명, 토스와 손잡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 예정… 디지털 플랫폼 파워를 활용해 새로운 고객군과 상품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

그동안 제한적 제휴에 그쳤으나, 포괄적 업무 교류의 발판 마련에서 의의… 업계 관계자 "빅테크와의 협업 강도 증진이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1%대로 올라선 CMA 금리…갈수록 치열해지는 증권사 CMA 경쟁 아시아투데이

미래에셋증권, RP형 CMA 금리를 기존 0.35%에서 0.60%로 0.25%p 인상한다고 공지… 기준금리 인상 때문

이번 수익률 인상으로 증권사 간 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운용 수익 확보 여지가 생겨… 다른 업권 고객 유입시키는 파킹계좌 증가할 것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에도 금소법 적용한다 KBS

다음 달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 판매할 때도 금소법 판매 절차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행정지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 다만 법적 의무가 아니라 위반에 따른 공식적 제재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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