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한국은행 금리 0.5%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로 높여 비지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아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1%로 소폭 높아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로 올려....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

은행 대출 연체율 '역대 최저'…실상은 부실 '시한폭탄' 데일리안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의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체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융 시장에 손을 대면서 생긴 착시효과로 풀이....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책적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자칫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금융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산이 뜬다” 시중銀, 시장진출 시동 서울경제

KB국민은행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신한은행은 LG CNS와 디지털화폐 플랫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디지털 자산 거래를 통해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못내… 내달 3일 추가 논의 머니S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제재심은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양측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며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텐센트와 합작…中법인 3200억 투자유치 매일경제

삼성화재가 텐센트 등과 지분 제휴를 통해 자사 중국법인을 합작법인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혀... 

삼성화재는 이번 합작으로 중국 개인보험 시장 진출을 기대....텐센트 등 투자사들은 이번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3200억원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

대체투자 규제 강화 그림자…증권사들 영업 비상모드 데일리안

증권사들이 대체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비상모드....이번 규제는 사내 영업부서의 입김을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대형사들은 성과가 이전보다 크게 줄 가능성이 있고 중소형사들은 심의체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연말 임기만료 증권사 CEO 연임 촉각...호실적 속 사모펀드사태 변수 글로벌이코노믹

연말 임기만료가 임박한 증권사 CEO의 연임여부에 관심이 쏠려... 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CEO들의 연임이 확실시…

단 올해는 실적만으로 ‘2+1’년 총 3년의 임기의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 사모펀드사태에 따른 중징계 가능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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