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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 싱가포르 핀테크 협력 활성화
■ 금융위원회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7.13일)
-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 를 혁신성장 대 선도사업 의 하나로
선정 월 하여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

(‘17.11

*

8

)

*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3

“

”

,

*

,

* 금융위원회-베트남 중앙은행(SBV)간 핀테크 MOU 체결(‘18.3월),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6월)

□ 한편 싱가포르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통화청 내 전담
부서인
을 구성 하고
ㅇ 핀테크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투자유치 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해외 진출‧자국 유치 지원 등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중
(MAS)

FTIG(Financial Technology & Innovation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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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금번 한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함
➡ 기존 금융위원회 싱가포르통화청간「핀테크 업무협약 월 」을
개정
하여 양국 핀테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임
-

(‘16.10

*

)

(’18.7.13)

* 금융서비스 혁신 관련 정보 교류,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강연‧트레이닝 진행,
핵심 기술의 적용에 대한 조인트 프로젝트 진행 등에 대한 협력기반 마련

2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MAS) 업무협약 개정

□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됨
MAS

(Referral Mechanism)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
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ㅇ 금융위원회는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 ☞별첨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①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②기업이 충분히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
MAS

-

(

)

MA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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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 동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 별첨 : 싱가포르 진출 추전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 절차
참고 :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공동 보도자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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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별첨

싱가포르 진출 추천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 절차

1. 싱가포르 진출 사전 협의 목적

ㅇ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이 싱가포르 가 지원을 제공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함
MAS

2. 접수 일시 및 방법

ㅇ 접수 일시
일부터 상시 접수
ㅇ 접수 방법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 이메일 접수
:

2018.7.17.

,

*

:

* fintech@korea.kr, ☎ 02-2100-2974, 2976

※ 이메일 접수 후 필요시 면담 진행 예정

3. 기재 사항 (한글 및 영문 모두 작성)

❶ 회사명
❷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❸ 서비스 구분 복수 선택 가능
(

)

* ① 지급결제(Payments and remittances), ② 금융 소프트웨어(Financial software),
③ 온라인 투자(Online investments), ④ 중소기업/기업 대출(Lending-SME and corporate),
⑤ 분석 및 빅데이터(Analytics and big data),
⑥ 레그테크/디지털 인증(RegTech and digital identity),
⑦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solutions) (※가상통화 활용 제외),
⑧ 소비자 금융 및 대출(Lending-consumer finance),
⑨ 보험 기술 인슈어테크(InsurTech),
 온라인 정보통합제공 또는 브로커(Online aggregator or broker),
 자본시장(Capital market),  자산운용 솔루션(Asset management solutions),
 개인 금융 관리(Personal finance management),  디지털 은행(Digital banking),
 전자지갑 및 선불카드(Digital wallet and prepaid cards),
 무역 및 금융/ 공급 절차 솔루션(Trade and finance/ supply chain solutions)
 신용조회, 정보 및 평가(Credit reference, data and scoring),  기타

❹ 싱가포르 출시 예정 서비스 소개
* 혁신성, 소비자 혜택 등을 함께 기술

※ 동 과정은 싱가포르 MAS와의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에 따라 추천 메카니즘
(Referral Mechanism)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의 단계이며, 이후 정식 신청
절차 및 검토를 거쳐 싱가포르 MAS에 기업 추천(Referral)을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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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공동 보도자료

Singapore and Korea agree to facilitate easier cross-border expansion for
FinTech companies
1

Singapore,

16

July

201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have signed an enhanced FinTech Cooperation Agreement (CA)
to make it easier for FinTech companies to operate across the two
jurisdictions.

The

new

partnership

will

facilitate

more

cross-border

busines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between the two markets.
2

Under the enhanced CA, both authorities will also provide greater

support to FinTech companies in Singapore and Korea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the regulations in each jurisdiction. This will reduce the time
needed for companies to expand to the other market.
3

This CA is an addendum to the existing CA signed between the FSC

and MAS in October 2016. The enhanced CA was signed during the Official
Visit of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ingapore from
11 to 13 July 2018.
4

Mr Choi Hoon, Director General of Banking and Insurance Bureau

from the FSC, said, “It is indeed a great step forward for both Korea and
Singapore to bolster FinTech cooperation through the enhanced CA. FinTech
firms of the two countries will be given more chances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 both jurisdictions and build strong networks. I’m certain that
Singapore’s open business environment and Korea’s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will generate a synergy effect and create new driving forces in
the FinTech industry.”
5

Mr Sopnendu Mohanty, Chief FinTech Officer, MAS, said, “Over the

past two years, Singapore and Korea have achieved good progress in
bilateral efforts to advance our FinTech ecosystems. We have seen greater
interactions between the FinTech communities in both countries.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FinTech companies set up in each other’s market
to serve new customer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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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nce the signing of the first CA in October 2016, Singapore and

Korea have achieved good progress in FinTech co-operation. The Singapore
FinTech community hosted several Korean FinTech trade missions organised
by the Korean Trade Organisation (KOTRA). This included the Korean
FinTech Pavilion at the 2017 Singapore FinTech Festival. Both MAS and the
FSC have also benefited from the sharing of insights on their regulatory
approach

on

various

Cryptocurrencies,

and

FinTech
Open

trends

Application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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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Regulatory

Programming

Sandbox,

Interface

(A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