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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분야 상세 설명자료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범위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겠습니다.
②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③ 액티브주식 ETF 등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펀드 판매채널 개선을 촉진
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산층의 투자수단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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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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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자
: 본시장과출
/ 력시간:2020-03-09 16:30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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