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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예·적금 금리 올렸다 조선일보

5대 시중은행, 이번 주 들어 모두 수신 금리를 0.30~0.40%p 올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

NH농협은행, 예∙적금 금리 최고 0.40%p 인상… KB국민은행, 17개 예금과 20개 적금 금리를 최고 0.40%p 인상… 부산은행도 최고 0.5%p 인상

10년동안 나눠갚는 은행 신용대출 나온다…"빠르면 1분기" 뉴스1

은행들,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빠르면 1분기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 DSR 산정시 실제 만기 적용키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DSR 낮추는 한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 은행 관계자, 리스크 관리방안 보완해 상품 출시한다는 계획

LG엔솔 청약 첫날에만…5대 은행, 마통 1.4조 증가 뉴시스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 50조 7,200억원으로 집계… 전일대비 1조 3,718억원 불어난 규모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주춤하다가 IPO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분석… 신용대출 잔액도 140조 6,588억원 기록하며 급증

먹튀 논란 수습 안 됐는데…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 국민일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작년 4분기에 보유한 스톡옵션 52만 주 중 수 만 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 공시의무가 없는 차액보상 방식의 행사방법

사측 관계자는 카뱅을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 보상차원이라 설명… 다만 회사 안팎에서는 복수 계열사 경영진이 비슷한 시점에 대량의 스톡옵션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

'즉시연금 1심' 삼성생명 패소 매일경제

삼성생명, 고객 원고인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작년 10월 같은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이번에는 다른 판결

삼성생명 외에도 즉시연금 판매한 여러 생명보험사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업계 전체 통틀어 소송 대상 금액은 1조원대로 추산

어린이보험에 난청 특약 새로 추가될까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험에 난청과 관련된 새로운 특약 적용될 전망… 현재 난청은 0~9세 인구 406만 명 중 약 1만 5,000명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목 집중

흥국화재와 현대해상이 난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심의결과 시기는 아직 미정… 흥국화재, 영구적 중증도이상 난청 진단 시 최초 1회 한해 보장… 현대해상, 포괄적 보장

'역대급 IPO' 대표 주관한 KB증권, 주식·채권발행 모두 1위 오르나 이데일리

KB증권,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주관사 맡으며 ECM 1위로 뛰어올라…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추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IPO건의 규모가 워낙 커 추월이 어렵다는 관측

다만 연말로 갈수록 케이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 IPO 대어들이 남아있어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IPO를 따기 위한 경쟁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KTB네트워크, 3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친화 경영" 연합인포맥스

KTB네트워크, 3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이사회, 실적 및 투자 포트폴리오 등 회사 가치와 비교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며 자사주 매입 결정

2020년 재무제표 기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결정…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주식취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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