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규인허가 규제완화… 마이데이터 사업자 늘어난다
정부가 금융사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때 적용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대주주 소송·검사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가 중단된 하나은행·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카드·하
나금융투자·핀크 등도 심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1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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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뭍밑 접촉…전금법 해법 찾는다

2

[K-WAVE가 온다] ⑫ 증권사 K-MTS 무한변신…’엄지 개미’ 업고 세계로

3

네이버, 금융혁신사업 ‘마이데이터’서 탈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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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규인허가 규제완화… 마이데이터 사업자 늘어난다

5

코로나 경제 위기 디지털 뉴딜로 극복.. `7.6조` 판 깔린다(종합)

6

금융보안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보안 평가

7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 12.7조 투자… 데이터 컨트롤타워 1월 설립”

8

삼성카드·하나銀 ‘마이데이터’ 진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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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팎 중금리대출로 3500만 개인고객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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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3파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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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있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축소… 비트코인도 양도세

12

‘황금알’ 마이데이터…눈빛 달라진 금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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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1호 합작 핀테크사,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고객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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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 번에 계좌로…”현금화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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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21 신용점수제 시행] 여권으로도 금융거래 본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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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20조 빅이벤트 왔다’…운용사들, 정책형 뉴딜펀드 ‘올인’

17

40대 핀테크 CEO의 자신감‥”진검승부지만, 금융사와 협력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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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21 핀테크 본격화] 신한은행 앱에서 배달음식 주문…토스뱅크, 7월부터 영
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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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21 핀테크 본격화] 오픈뱅킹 1년…증권사·우체국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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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카뱅은 1개씩인데…국민·신한 등 5개 은행 앱만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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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디지털전환 현장을 가다-코로나19 제로썸 절망, 제로페이가 ”가치 동행”으
로 걷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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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한번이면 금거래… 2000원 어치도 된다고?

23

‘위기 속 기회’ 증권사 수장들, ‘디지털’서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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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쇄도에…첫 거래일부터 증권사 시스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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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 개막…’부처별 중복 입법’ 교통정리 시급

26

코로나 백신 유통망·마이데이터 사이버공격 ‘출현’…우리은행-전자신문 신축년 新8대
보안위협 발표

27

가명정보 활용 길 트인 금융사, 맞춤형 상품·서비스로 진화 [산업 신패러다임 물결]

28

[신년특집]큰 손 전유물 넘어 ”디지털 PB”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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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금윰]마이데이터와 금융권의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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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무장한 핀테크 ‘빅3’…은행·증권 공략 본격화한다

31

인터넷은행, 전통 금융 파괴적 혁신…테크핀 원년 ”공격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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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 판매 핀테크 업체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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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폐지하고…등본 떼려면 공인인증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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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눌러도 패스” 인증 뛰어든 삼성

* 기사동향 해당기사로 바로가기는 클릭하면 됩니다.
* 위 기사들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