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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참여’ 너도나도 손들었는데… 메리츠·토스 관심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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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나 대신 AI한테 투자 맡길까”…하락장에 ‘로보 어드바이저(RA)’ 찾는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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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보험상담’ 설계사 매칭에 수만원 챙기는데 고객 고지는 ‘NO’…금감원 “적법 여
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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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미등록 또 사고…코레일 제휴 ‘텔큐온’ 20억 정산대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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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클라우드 관리’…IT서비스 3사, 글로벌로 눈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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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로 초토화 된 암호화폐 시장…크립토윈터 닥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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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올 투자유치 265억달러…작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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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사업 시동 건 롯데·현대·신세계…최후의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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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재테크] 투자정보부터 우대금리까지 제공…돈이 되는 뱅킹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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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능과 AI의 만남’… KT.네이버.카카오엔터 전략은 [AI World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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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만드느라…” 데이터전문기관 선정, 하반기로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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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짜리 알파벳 주식, 1000원어치만 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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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거래 척척 ‘뉴시니어’ 늘었지만… ‘키오스크 난감’ 고령층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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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NFT 거래소 만든다…JV ‘모던라이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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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루나·테라 사태 막는다”…당정, 가상자산 보호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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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거래’ 라인프렌즈, NFT 신사업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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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제주도,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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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지연 최소화” SKT, AWS와 손잡고 서울에 ‘5GX 에지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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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금융업 빗장 풀린다…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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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해외주식’ 시장점유율 1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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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추천 못하는 ‘마이데이터’… 인슈어테크들 사실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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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구만리”…돌 맞은 온투업계,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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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과 금융 사이 가상자산…법 만들어 시장신뢰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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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식’ 연 KT클라우드, 5대 경영방침 제시…구현모 “세계 최고 DX 강국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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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의 법경제학자의 눈] 마이데이터는 종합예술이다

27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등 혁신서비스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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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새 비대면 판매 ‘3배’ 껑충…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강화하는 KB·우리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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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요즘 장에 15% 수익이 어디야… 하락장에 위력 발휘하는 ‘퀀트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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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 정부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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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NFT 시장으로 발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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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 2금융 첫 디지털화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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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협회,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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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 투자의 허상 ③] 유사수신 혐의 절반이 ‘가상화폐’…”관련 법제화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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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 당국, ‘로빈후드’식 거래 중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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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의 경제읽기]’가상화폐→가상자산’…바뀐 코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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