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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제로페이,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시동

2

한은-금융위 접점 못찾고… 전금법 개정안 내주 국회 첫 논의

3

빅테크 의존 않고 ‘수퍼 앱’ 만든다, 윤종규 디지털 승부수

4

비트코인, 7000만원 ‘천장’ 뚫었다…1억원 시대 열리나

5

암호화폐 하루 거래액, 코스피 넘어섰다

6

“혁신적 MTS로 주린이 저격” 토스증권 MTS 공식 오픈

7

토스증권 출범…오창훈 최고기술책임자 “차세대 없는 증권사 될 것”

8

“마이데이터 허가 2개월째 기다리기만”… 속타는 카카오페이

9

트래픽 늘고 비용 커지고…은행 디지털화 끙끙

10

‘파죽지세’ 비트코인, 연내 1억 찍고 5억까지 간다?

11

[디지털혁신 블루칩]업비트,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 8조 규모 ‘압도’…웹 방문자 수 ‘세
계 4위’

12

정부, “외국계 클라우드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직권 조사”…국내업계 환영

13

IT 인재경쟁이 금융권으로? `인재블랙홀` 카카오뱅크, 평균 연봉 훌쩍

14

카뱅 자극받은 은행들, 제각각 ‘금리인하요구권’ 바꾼다

15

‘금소법’에 발목 잡힌 AI 로보어드바이저

16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17

비트코인 열풍에도 은행들이 실명계좌 개설 주저하는 이유

18

마이데이터 빅 플레이어, 18일 한자리에

19

디지털전환 핵심 ‘데이터센터’…’3년 내 24곳’ 추가로 세운다

20

[산업리포트]AI·클라우드 시대 급부상한 ‘데이터센터’

21

국내 데이터산업 작년 14% 급성장…올해 20조 돌파

22

中에 발목잡힌 카카오페이…해외 주주에 신사업 막히는 韓금융사(종합)

23

“돈관리 67점”…PB 재무설계, AI보다 낫네

24

카뱅·케뱅, 대출금리 높은데 고객도 골라받는다…’뱃속 채우기’ 장사 급급

25

핀테크 보안지원 본격화…지원대상은 오픈뱅킹·테스트베드·P2P기업

26

은성수 “금소법 시행 6개월간 고의·중대 위반 아니면 비조치”

27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신고’ 확인하세요

28

카카오페이證 “해외주식MTS 먼저 준비”

29

비트코인 열풍에 카카오 ‘싱글벙글’

30

“비트코인, ETF로 투자하게 해달라”

31

로보어드바이저 1조 시대…똑똑한 자산배분으로 계약 5배 쑥

32

‘빅테크 전담 공동망’ 신설, 한은-금융위 전금법 갈등 대안 부상

33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은성수 “6개월간 지도 중심 감독”

34

윤호영 카뱅 대표 “쿠팡·네이버와 경쟁‥밀리면 하청업체 전락”

35

[Mint] 비트코인값 치솟으니 채굴 전문업체까지 상장한다네

36

은행, 초대형 데이터뱅크 전환 사활…”마이데이터 시대, 금융업종 경계 붕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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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