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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은 은행, 증안은 보험…금융지주들의 셈법 머니투데이

채안, 증안펀드에 각각 1조원을 출자한다고 가정...지난해 말 현재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적어도 3,200억원을 추가해야…

대부분의 지주사가 증안펀드에 보험 자회사를 등판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보험은 은행, 카드, 증권과 달리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아…

'널뛰기' 미 다우지수 이번엔 11% 폭등…"87년만의 최대폭 상승" 연합뉴스

경기부양책 기대감' 2,110p 치솟아…S&P500도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

연준 유동성'에 재정지출 기대감까지…G7 공조 움직임도 긍정 작용한듯…

출구 보이는 DLF… 우리·하나銀, 자율배상 합의 90% 육박 조선비즈

우리은행과 하나은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자율배상 90% 가까이 완료...이 속도라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DLF 관련 배상이 완료될 전망…

우리은행, 지난 24일까지 DLF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 661명 중 89.1%에 해당하는 589명에게 배상 완료... 배상금은 총 360억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오늘 주총서 연임 확정한다 뉴스1

손태승 2기 체제, 보험 증권 등 비은행부문 M&A 적극 나선다…DLF사태로 실추된 이미지 개선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도 방점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

“돈 더 굴리겠다는 데...” 곡소리 커지는 보험사 머니S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완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가 무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는 보증준비금 부담이 커져...지난해 생명보험사는 보증준비금이 증가하며 무려 7,820억원의 영업손실

보험업계,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로 방어…효과는? 아시아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으로 인한 고객이탈을 막고, 비대면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다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

삼성·한화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의 1~2월 장기 해약환급금이 전년동기보다 6.4% 늘어…

한은, 24일 증권사 대상 RP 매입 연합뉴스

대상 기관은 한국증권금융 등 5개 비은행기관... 한은은 오는 24일 14일물, 28일물 RP 매입을 할 예정…

RP 대상 증권도 현행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에서 추가로 일부 공기업 특수채까지 확대할 예정

'개미들 저가매수 준비'…대기자금성격 투자자예탁금 40조 육박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현재 투자자예탁금은 39조8천66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이달 8조6천억 급증…코로나19 폭락장에 매수 타이밍 저울질...'빚투자' 신용융자 잔고는 반대매매 영향으로 7조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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