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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은행 건전성 개선… 3분기 BIS 비율 15.9% 머니S

3분기 국내 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15.9%로 연속 상승세… 보통주자본비율 13.4%, 기본자본비율 14.55%도 각각 올라…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했지만 순이익 확대, 증자 시현 등으로 자본이 크게 늘어난 영향…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우리금융지주 자본비율 상승

국민은행 차기행장에 '55세 이재근' 발탁 한국경제

KB금융지주, 이재극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내정… 가장 젊은 내정자로 은행권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작용 가능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KB금융 조직 내부적으로도 세대 교체 바람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

OK저축銀, 블록딜 통해 DGB·JB금융지주 지분 획득 연합인포맥스

OK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블록딜 계약 맺고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NICE, 리드코프 지분 넘겨받아… DGB 5.1%, JB 6.98% 보유

DGB금융지주 지분은 17만 5,100주를 1주당 9,700원에, JB금융지주는 720만 7,122주를 주당 8,570원에 매입… 이번 계약을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으로 설명

다른 은행 대출 막히자 신한은행으로 쏠렸다 매일경제

지난달 신한은행 가계대출 잔액 2조 5,000억원 가까이 증가… 신한은행 올해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분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수치

신한은행으로 대출 수요 쏠림 현상 심화 중… 다른 은행들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영향으로 분석

생명보험업계 첫 헬스케어 전문자회사 '신한큐브온' 뜬다 아시아경제

신한라이프,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사명 '신한큐브온'으로 결정…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달 안에 자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으면 생보업계 첫 헬스케어 자회사

하우핏 서비스 기반으로 점차 사업 영역 확장할 것으로 예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6년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600조원까지 커질 것 전망

손보업계, 퇴직연금 경쟁력 우려 증폭…"수익률·고객 다 잃는다" 데일리안

손보업계, 국내 6개 손보사 DB형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10조 5,196억원… 전년 말 대비 5.9% 감소한 규모… 낮은 수익률 때문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영향으로 고객마저 증권 등 다른 업계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 디폴트옵션 도입 또한 경쟁력 약화 요인

국내 증시, 하루새 1조 ‘공매도 폭탄’ 파이낸셜뉴스

오미크론 확산 공포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폭증… 11월 30일 기준 공매도 금액 8,185억원으로 집계… 올해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시행 이래 가장 많은 규모

카카오뱅크와 일진머티리얼즈 공매도 비중은 각각 전체 거래량의 10.63%, 10.71%에 이르는 '공매도 폭탄'을 맞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내년 도입 매일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유력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는 TDF, 혼합형펀드, 원리금 보장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돼… 운용사는 지정 상품으로 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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