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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기획]마이데이터 블루칩<11>코스콤, 차별화된 중계 플랫폼 전 산업군으로 확대

2

[기획]마이데이터 블루칩<11>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연계.융합 허브

3

[사설]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지정 급하다

4

한국거래소, 시공간 제약 허문 클라우드 체계 구축

5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증권형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를

6

토스뱅크, 출범 5개월 만에 235만 이용자 돌파

7

금융IT도 `애자일`이 대세…수협은행, 차세대 대신 10개월 만에 리눅스 전환

8

[디지털금융] 데이터·디지털이 무기…’금융 플랫폼 전쟁’ 최후 승자는

9

가상자산 실명제 ‘트래블 룰’ 내일 시행

10

[기획]디지털 방역시스템 고도화 위해 ‘소외’도 해소해야

11

주식양도세, 폐지냐 유지냐…증권사 전산구축 ‘우왕좌왕’

12

尹, 전금법 개정안 업그레이드…”취할 건 취한다”

13

‘먹거리’ 찾아 ‘데이터전문기관’ 탐내는 카드사, 누가 웃을까?

14

“겸영업무 네거티브로…빅테크·핀테크 차등 규제”

15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나온다

16

투자자 니즈따라 증권사 ‘비상장 분석 확대

17

금소법 시행 1년…민원 줄었지만 현장에선 제도 보완 필요

1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조짐에 금융권 불만 고조

19

금융위 “뮤직카우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 아니다”

20

쪼개면 오른다, 빅테크 ‘주가 띄우기’

21

국내 최초 `우주항공·UAM` 투자 ETF 나왔다

22

투자권유도 비대면으로…삼성증권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D-SFC)` 모집

23

“금융권 거센 빅블러 바람… 종합 플랫폼 구축 위해 규제개혁 필수”

24

‘모니모’로 뭉친 삼성 금융연합군, 온라인 돌격 앞으로

25

은행 점포제휴 확산… ‘반반지점’ 늘리는 하나

26

“시중銀 외면 개인사업자대출 확대…토뱅, 대출 플랫폼과도 손잡을것”

27

LGCNS,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구축

28

금융사 사외이사, ESG 타고 ‘여성 시대

29

‘증권형 토큰’ 로드맵 짜는 예탁원

30

영상인수위 가상화폐 검토 소식에 증권가 발빠른 행보

31

카카오페이·토스證 ‘소수점 거래’ 신경전

32

비상장 종목 베팅전략 ‘先학개미 투자백서’ 눈길

33

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해달라”

34

[톺아보기]사설인증서 전성시대, 금융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35

1000만명이 선택한 KB모바일인증서…국내 대표 인증서로 ‘우뚝’

36

`반값 클라우드`로 韓 공략나선 알리바바

37

“천원으로 테슬라 산다” 치열한 소수점거래 경쟁…각사별 보니

38

혁신금융 연장된 비상장 거래소, ‘거래 종목 대수술’ D-3개월

39

서울거래 비상장, 투자자 보호 강화…”종목등록·공시기준 높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