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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앞두고… 고정금리 주담대 유도하는 은행권 머니S

IBK기업은행, 최장 40년으로 10년간 고정금리 제공하는 'IBK장기고정주택담보대출'상품을 5,000억원 한도로 판매… 거래 실적에 따라 상이하나 대출금리는 4.25~5.15%

금리 인상기 대출금리 상승하며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 다만 변동형 상품 금리가 낮다보니 변동형 선택 차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실적 더 간다’ 금융주 담는 외국인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 올해 들어 국내 주식 14조 8,000억원(5월 20일 기준) 순매도…글로벌 경기 긴축 등으로 위험 자산 회피 의도 강하기 때문

다만 연초부터 국내 금융주 매입은 증가… KB금융이 72.90%, 신한 62.57%, 하나 72.61%, 우리 37.03%로 각각 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입해 총 11만 3,127주 보유… 적극적 주가관리 의지 피력으로 해석

앞서 이원덕 우리은행장도 자사주 2,000여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예보잔여지분 블록딜 등 일시적 요인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성 보인 점도 의식

온라인 소상공인도 쉽게 은행 대출 받는다 머니투데이

신용보증기금,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 출시 준비 중… 제품 판매 이력과 고객 평점 등 비금융데이터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통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상품 

현재 이해관계자 협의 단계로 지원 금액이나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 현재까지 시중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해와… 

보험사도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삼성생명, 이달 10일부터 판매 서울파이낸스

삼성생명,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내놓아… 보험업계 최초… 금리 연 3.82~4.95%로 30년 만기 상품과 같아…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만기의 주담대 상품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손보 등 다른 보험사들도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여부 두고 검토단계 중

“의료자문 남발하지마”..보험사에 자제령 내린 금감원 이데일리

금융감독원, 최근 생명 및 손보사들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심사에 의료자문 행위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 송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기재

최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지침 강화로 실손보험금 지급의 보류 및 거절 사례가 늘었기 때문… 의료자분 실시 후 부지급률 크게 증가해와…

대출 장사 열올리는 증권사…1분기 이자수익 8% 늘었다 매일경제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의 1분기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3,693억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8% 증가… 올 1분기  전체 증권사 이자수익은 4,292억원인데 이 중 86% 해당

이달 들어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3곳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 다음달에는 DB금투, 신한금투가 이자율 인상할 예정

증시 둔화에 허리띠 졸라맨 증권사…광고비 '뚝' 이데일리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 별도 기준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 455억 2,891만원으로 집계로 전년대비 32.8% 감소… 이 중 키움증권이 전년대비 69.0% 줄이며 최대 감소율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감소한 영향 때문… 이달 일평균 주식 거래량은 23억 5,898만주로 전년대비 40.1% 감소… 다만 토스증권은 전년대비 2,5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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