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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ICT 인프라 현황
▶

싱가포르, 글로벌 ICT 인프라 경쟁력 순위 1위 차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4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8 Rankings)에서 싱가포르는 종합 2위를 차지
하며 우수한 ICT 인프라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세부 항목으로는 인프라
(1위), 제품 시장(1위), 관련 기관(3위), ICT 적용 역량(4위) 에서 높은 평가를 받
음.1) 또한 싱가포르는 ICT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인프라 구축에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어 해당 분야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됨
[표 1] 2018 싱가포르 ICT 인프라 현황
단위: %

통신 유형
인구 수

싱가포르

한국

5,995,991

51,635,256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가입 회선

34.15

50.6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25.87

41.6

인구 100명당 모바일 셀룰러 가입 회선

145.7

129.7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145.7

113.6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

88.74

72.4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

97.73

99.5

인터넷 사용자 비율 (%)

88.16

95.9

자료 : 중앙정보국(CI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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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ICT 투자 동향
▶

싱가포르 국가 이니셔티브 스마트네이션 전개

▶

싱가포르 정부, 2019-2020 기간 ICT 프로젝트 투자 규모 약 25~27억 달러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싱가포르를 효율성과 가치가 높은 첨단 도시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스마트네이션이니셔티브(Smart Natio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음. 다
양한 기술 및 인프라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삶의 질, 기업 경쟁력 및 체
제 개선을 꾀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 ICT 시장에 대한 투
자 활력을 불어넣었음
싱가포르정부기술청(GovTech, Government Technology Agency of Singapore)
에 따르면, 2017년 ICT 프로젝트 발주 계획 규모는 24억 싱가포르 달러(약 17
억 6,971만 달러)2)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도 최대 26억(약 19억 1,726만 달
러) 싱가포르 달러의 예산이 ICT 프로젝트에 집행되었음.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기간 동안 ICT 프로젝트에 대해 약 최대 27억 싱
가포르 달러(약 19억 9,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것을 발표했음3)

▶

싱가포르, ICT 정보보안 분야 투자 확대 추세
2019년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강화 방침을 내놓으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부터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이버보안, 데이터분석 등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임
[표 2] 싱가포르 정부 ICT 프로젝트 발주 계획 규모 추이
단위: 억 싱가포르 달러

출처 : 싱가포르정부기술청

2) 1달러 = 1.36 SGD (2019.12.12,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3) Business Times. ‘Singapore government to award up to S$2.7b worth of ICT contracts by March 2020’,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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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현황
▶

아시아 금융 허브 싱가포르, 핀테크 분야 성장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금융 분야에서의 ICT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싱가포르 최대 민간 은행인 유나이티드오버시스뱅크

●

핀테크 (FinTech)

(UOB, United Overseas Bank)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 시장 내

Finance(금융)와

핀테크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보급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아세안 핀테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크 기업의 39%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음4)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

2018년 핀테크 분야 투자규모 3억 4,700만 달러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KPMG인터네셔널(KPMG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
18년 핀테크 분야 글로벌 투자 규모는 총 1,118억 달러로 추산됨. 해당 투자는
총 2,196개의 핀테크 회사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싱가포르는 동기간 3억 4,700
만 달러의 투자규모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또한, 악센츄어(Accentu
re)에 따르면, 2019년 첫 9개월간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대폭 상승하여 7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과 사업 기회를 의미함5)
[표 3] 싱가포르 핀테크 투자 자본 추이 2016-2018

단위: 억 달러

자료 : KPMG International

▶

핀테크 주 활용 분야, 결제 및 전자지갑 분야
핀테크 기술의 주 활용 분야 중 결제 및 전자지갑 분야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음. 산업조사 기관 Tracxn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싱가포르
내 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의 수는 102개로 나타났으며 아세안 지역(총 367
개 기업)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음

4) UOB, ‘State of Fintech in ASEAN‘, Reg. No. 193500026Z
5) Bloomberg, ‘Investors Pour Record $735 Million Into Singapore Fintech Deals’,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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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산업 관련 정책
▶

싱가포르통화청, 스마트 금융센터 발족
싱가포르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스마트금융센터(Smart Financial Centre)를 발족하여 금융
분야 혁신 주도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를 중심으로 5가지
산업 발전 정책을 발표했음
[표 4] 핀테크 산업 발전 정책
정책
핀테크 생태계
구축

오픈뱅킹 플랫폼

내용
스타트업, 기술개발기업, 금융기관, 투자자,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혁신 전문가,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핀테크 생태계 구성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오픈 뱅킹 플랫폼 형성으로
혁신과 신구 IT 시스템의 통합 추진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실험되고 출시를 돕는 규제 완화

금융 기술 및
혁신 지원제도

연구지원을 통해 혁신 창출,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

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

연구자, 혁신자,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인재풀 형성, 역량 강화 지속

자료 : 싱가포르통화청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 발표
싱가포르통화청은 2016년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실험의 장
을 조성하고자 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핀테크 기술 기업에 대해 재무
건전성, 최소 납입자본, 신용등급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
[표 5] 싱가포르 규제 샌드박스 지침
정책

내용
고객정보 비밀유지, 정직성과 진실성에 대한 적절하고 적합한 기준,

유지 조건

중개기관을 통한 고객의 재산 및 자산 관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자산유지 의무, 이사회 구성, 현금 잔고, 신용등급, 재무건전성,

완화 조건

지급여력 및 자본적정성, 라이선스 비용, 경영관리 경력, 통화청
지침, 최소 유동자산, 최소 납입자본, 상대적 규모, 명성, 실적

자료 : 싱가포르통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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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패스트트랙 이니셔티브
싱가포르는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승인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6개월
까지 단축하는 ‘패스트트랙(FFT, Fintech Fast Track) 이니셔티브’를 실행하여
2018년 4월 핀테크 관련 신기술 특허 승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의 단축
한다고 발표함. 또한 적용 기간을 2020년 4월 25일까지로 확대하며 산업 성장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의 단축을 도모함. 이는 핀테크 기업들의 신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어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됨6)

▶

금융서비스 산업전환지도
싱가포르통화청은 2017년 금융서비스 산업전환지도(Financial Services Industry
Transformation Map)를 발표하며 싱가포르의 국제 핀테크 산업의 허브로의 도약
의지를 밝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금융업의 연간 부가가치 성장률 4.3%, 연간
생산성 성장률 2.4%, 연간 순 고용창출 인원 3,000명 달성을 목표하고 있음. 해
당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핀테크 기술 역량, 전자결제, 블록체인 등의 세
부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6]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산업전환지도의 핀테크 육성 계획

자료 : 싱가포르통화청

6) TechWire Asia, ‘How Singapore’s fast-track patents will help fintech innovations’,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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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은행 인가 계획
▶

최대 5개의 디지털 은행 면허 발행 계획 발표
싱가포르는 아시아 제 1의 금융허브가 되고자 하는 목표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기존의 플레이어와의 경쟁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싱가포르통화청은 2019년 6월 싱가포르 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2020년까지 최대 5개의 디지털 은행(Digital Bank) 면허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그 중 개인 및 기업 금융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면허권은 2건이며, 기
업금융 서비스 은행에 관한 것은 3건임

▶

비은행 기관 및 핀테크 기업도 참여 가능
싱가포르통화청은 싱가포르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디지털 역량 등의
적격 요건을 갖춘 기업 최대 5곳에 면허권을 발행할 예정임. 기존의 은행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에도 인가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표 7] 디지털 은행 인가 요건
개인 및 기업 금융 서비스 은행
· 본사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싱가포르 국민
이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함

요건

· 외국계 기업과 싱가포르 기업의 합작회사의
경우 합작회사의 본점이 싱가포르에
소재해야하고 싱가포르 국민이 운영해야 함

· 참여기업 및 모기업은 금융기술 또는 전자상
거래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해야하며 디지털
뱅킹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보
유해야 함
자료 : 싱가포르통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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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서비스 은행

·싱가포르 소재 기업
·금융기술 또는 전자상
거래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하며 디지털
뱅킹 비즈니스를 영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
유해야 함

Ⅲ. 프로젝트 분석
1. 핀테크 프로젝트 현황
2. 프로젝트우빈(Project Ubin)
3. 싱가포르개발은행(DBS)
4. 그랩(Grab)
5. 엠댁(M-DAQ)
6. 베터트레이드오프(BTO)
7. 시장 진출 유망 품목·기술
8.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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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 프로젝트 현황
▶

싱가포르 정부, 핀테크 육성 정책 및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주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 싱가포르는 핀테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핀테크 육성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다년간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싱가포르통화청 주도의 프로젝트우빈(Project Ubin)이 대표적이며, 국가
은행

간의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총 12개의 기업 및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함
▶

디지털 은행 전환 프로젝트
싱가포르 당국은 신규 디지털 은행 설립 인허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 산업 플레이어와 혁신 기업 간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대표 금융기관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은

●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기술개발 협력을 기반으

인슈어테크(Insuretech)

로 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

▶

다양한 사업 영역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주목돼
싱가포르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싱가포
르 기반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간편 결제, 외환, 환차손
방지 솔루션, 금융 대출, 인슈어테크(Insuretech) 등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한
스타트업 기반의 프로젝트가 주목되고 있음

[표 8] 싱가포르의 주요 핀테크 프로젝트 현황
주요 기관

주요 프로젝트 내용

MAS

· Project Ubin
→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은행 간 거래 시스템 구축
· J.P Morgan, DBS 등을 포함한 12개의 주요 기업 참여

DBS

· 간편송금, 중소기업 온라인 계좌개설 등의 디지털 서비스 출시
· 블록체인 기업 SF그룹과 제휴, 입체 금융 솔루션 출시

Grab

· 간편 결제 서비스 GrabPay 출시
· CHUBB, ZA 인터네셔널과 제휴, 맞춤형 보험 상품 출시
· 중소기업 소액금융대출서비스 및 할부 서비스 출범

M-DAQ

· 다중 외환결제 알고리즘 기술 프로젝트
· 중국 Alibaba 온라인 쇼핑몰에 환차손 방지 결제 솔루션 제공
· NTTCommunications와 제휴하여 ‘Home Currency Anywhere’
출시

· 통계 모델 및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BetterTradeOff
· KPMG Digital Village와 독점 파트너십 체결
(BTO)
→ 기존 금융 기관과 스타트업 생태계 사이의 격차 최소화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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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우빈
●

분산 원장 기술

▶

싱가포르 정부주도 육성 프로젝트 : 프로젝트우빈

(DLT, Distributed Ledger

싱가포르통화청은

Technology)

Technology)을 이용한 효율적인 국가의 은행 간 거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프로젝트우빈을 진행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5단계에 진입했음. 현재

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블록

싱가포르통화청은 은행 간 대규모 화폐 이동과 결제를 위한 시스템 ‘New MAS

체인기술을 의미함

Electronic Payment System(MEPS+)’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여러 비효
율성 문제와 양자 간 조정에 대한 비용이 야기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싱
가포르통화청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통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중
앙은행 지급 전자 토큰을 개발하고자 함
[표 9] 싱가포르통화청(MAS) 기관 정보
기관명
설립년도

싱가포르통화청(MAS)
1971년

홈페이지

www.mas.gov.sg

· 1971년 : 화폐 권한에 관한 법에 따라 MAS 설립
· 1977년 : 보험 산업에 대한 조정 권한 획득
주요 활동

· 2002년 : 통화위원회와 통합 및 화폐 발행 업무 시작
· 2011년 :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국장 취임
· 1단계(2016년 11월) : 싱가포르달러의 토큰화
(Tokenised SGD)
· 2단계(2017년 10월) : 실시간 총액 거래 시스템 재-이미징
(Re-imaging RTGS)

Project Ubin
진행 단계

· 3단계(2018년 8월) : 증권대금동시결제
(Delivery versus Payment(DvP))
· 4단계(2018년 11월) : 국경 간 외환동시결제
(Cross-border Payment versus
Payment(PvP))
· 5단계(2019년 11월) : 광범위한 협업 활성화
(Enabling Broad Ecosystem
Collaboration)

자료 : 싱가포르통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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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우빈 1, 2단계 프로젝트
프로젝트우빈의 1단계에서는 은행 간 지불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개념 증명에
주력하였고 2단계에서는 분산된 은행 간 지급결제와 유동성 자금 청산 매커니즘

●

에 주목하였음. 이에 따라 3가지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① 중앙 운영기관이 있

RTGS
실시간 총액 거래 시스템

는 RTGS, ② 분산화된 RTGS, ③ 특정 RTGS 기능을 가지고 있는 RTGS가 개발

(Real-Time Gross

됨

Settlement)
▶

프로젝트우빈 3, 4단계 프로젝트
프로젝트우빈의

3단계에서

통화청은

싱가포르

거래소(SGX,

Singapore

Exchange)와 협력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시스템 구축 및 실험을 실시하였
음. 4단계에서는 캐나다 중앙은행(BoC, Bank of Canada)과 영국 중앙은행(BoE,
Bank of England)과 함께 국경 간 와환동시결제(PvP)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대안 모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음
▶

프로젝트우빈 5단계 진입, 다중 통화 지불 프로토타입 개발
2019년 11월 싱가포르통화청은 5단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일 네트워크를 이용
한 블록체인 기반의 다중 통화 지불 프로토타입 개발의 성공을 발표했음. 해당
프로젝트는 거대 투자사 제이피모건(J.P. Morgan)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 회사
테마섹(Temasek)과의 협업 하에 추진되었음. 개발된 프로토타입은 다른 블록체
인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하고 통합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기업
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네트워크의 상용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업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까지 싱가포르통화청은 총 40개 이상의 금융 및 비금융기업들과 협업하여
상업적 네트워크의 잠재성을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블록체인 기반 응용 프로그램, 우빈 프로토타입 네트워크와의 통합
세계 최대 핀테크 전시 및 컨퍼런스인 ‘싱가포르핀테크페스티벌 2019
(Singapore Fintech Festival 2019)’에서 프로젝트 산업 파트너 업체인 캡브릿지
(CapBridge), 해시스탁(Hashstacs), 디지털벤처(Digital Ventures), 디지털에셋
(Digital Asset)이 각자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거래 처리 분야에
대해 우빈 프로토타입 네트워크와의 통합 시범을 선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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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챌린지 발족
싱가포르통화청은 정보미디어개발청(IMDA,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과 협업하여 블록체인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산업 육성을 목적으
로 한 ‘블록체인 챌린지(Blockchain Challenge)’를 발족했음.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산업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됨. 아울러 IMDA는 다중 통화
지불 관련 상용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실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10] MAS 주요 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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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은행(Digital Bank)
▶

싱가포르개발은행, 동남아시아 내 최대 종합금융그룹
싱가포르개발은행은 1968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대표 금융기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내 최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했음.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18
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내 280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특히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디지털 뱅킹’으로의 전환 추진
2009년에 취임한 피유쉬 굽타(Piyush Gupta) 최고경영자는 은행의 생존 전략으
로 ‘디지털뱅킹(Digital Bankig)’ 전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DBS는 ① 은행의 디지털 전환 ② 고객의 일상에 융합된 금융 서비스 제공 ③
창업 가적 조직문화 구축 등 총 세 축으로 나누어 디지털 뱅킹 추진 전략을 전
개하였음. 글로벌 비즈니스 및 IT 부문을 다루는 통합 부서인 T&O(Technology
and Operations)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함. 또한, 고객경험
위원회 및 혁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다양한 디지털 고객 경험의 이해 및 분석을
강화하고자 함
[표 11]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기업 규모

싱가포르개발은행(DBS)
1968년

홈페이지

dbs.com

· 직원수(‘17): 약 24,174명
· 순이익(‘18) : 41억 5,178만 달러
· 2009년 : 피유쉬 굽타 최고경영자 취임
→ 핀테크 업체의 성장에 주목
· 2010년 : DBS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

주요 활동

지능 등의 기술 개발에 50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 2013 : 디지털 뱅크를 통한 해외 사업 진출 본격화
· 2016년 : 모바일 뱅크 ‘Digibank’ 출시
· 2019년 : 입체 금융(Multi-tier Financing) 솔루션 출시

자료 : 싱가포르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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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
DBS는 디지털 뱅킹 전략의 일환으로 간편송금,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계좌개설,
스타트업과 투자자 연계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출시하였음

▶

입체 금융 솔루션 ‘Rong E Lian’ 출시
DBS는 2019년 9월, 입체 금융(Multi-tier Financing) 솔루션인 ‘Rong E Lian’을
출시했음. 해당 솔루션은 DBS가 자체 개발한 물류 산업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운용되며, 24시간 내 무역 산업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함. 또한 기존 전통 은행
에서는 규모 및 신용에 있어 제한되었던 중소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이 주
목할 만 함. 아울러 DBS는 중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SF그룹과 제휴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입체 금융 솔루션의 데이터 조작 문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12] DBS의 주요 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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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랩(Grab)
▶

차량호출 및 공유 서비스 기업 그랩, 핀테크 공룡으로 성장
2012년 차량호출·공유서비스 기업으로 출범한 그랩(Grab)은 2019년 4월 기준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 1억 4,400만 건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8개 지역,
5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임. 그랩은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수집한 동남
아시아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2019년에
는 KPMG가 선정한 ‘올해의 핀테크 100대 기업’에서 2위를 차지하며 핀테크 공
룡으로 성장했음7)

▶

간편 결제 서비스 그랩페이 출범
2017년 11월 그랩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플랫폼인 그랩페이(GrabPay)를 출시했
음. 해당 플랫폼은 QR코드를 통해서 그랩 운행 요금 지불 및 온 오프라인 매장
결제, 사용자 간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랩은 마스터카드
(MasrterCard)와 제휴하여 가맹점 확보 및 핀테크 사업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
음.8) 또한 온라인 여행사 아고다(Agoda), 부킹닷컴(Booking.com) 및 티켓 구매
대행 스타트업 북마이쇼(BookMyShow)와도 제휴를 맺으며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장해나가고 있음9)
[표 13] 그랩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기업규모

Grab
2012년

홈페이지

www.grab.com

· 직원수 : 약 6,000명
· 매출액(‘18) : 10억 달러
· 2012년 : 차량호출·공유서비스로 출범
· 2017년 : 모바일 결제 서비스 플랫폼 GrabPay 출시

주요 활동

· 2018년 : Grab Financial Service Asia 설립
· 2019년 : - 글로벌 우선 손해보험사 CHUBB와 제휴
- 중국 온라인 보험사 '종안보험'의 자회사
ZA International과 조인트벤처 설립

자료 : Grab

7) KPMG, ‘2019 Fintech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2019
8) Business Insider, ‘Grab is partnering with Mastercard to make a fintech push’, 2018.10.26
9) The Straits Times, ‘Grab adds Agoda, Booking.com, BookMyShow, HOOQ to its platform’,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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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맞춤형 보험 상품 출시
그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 솔루션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세계 최대의 글로벌 우선 손해보험사 처브(CHUBB)와 제휴하여 그랩 운전
자 및 고객들에게 운전자용 보험 상품을 비롯한 보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임.
또한,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보험사인 종안보험(ZhongAn Online P&C Insurance)
의 자회사 ZA인터네셔널(Zhongan Technology International Group)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였음. 그랩은 해당 온라인 보험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의 간편성을
증대한 사용자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선보일 방침임. 해당 상품은 싱가포르에서
현재 선 출시되어 제공되고 있음

▶

중소기업 소액금융대출서비스 및 할부 서비스 출범
그랩은 또한 중소기업이 전통적인 시장에서 운영자금 대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소액금융대출
서비스 ‘그로우위드그랩(grow with grab)’과 할부 서비스 ‘페이레이터(pay
later)’를 출범시켰음

[표 14] Grab의 주요 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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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엠댁(M-DAQ)
▶

엠댁, 싱가포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엠댁(M-DAQ)은 싱가포르 최대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외환(FX,Forex) 산업에서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주요 경력자들이 모여 설립한 업체임. 엠댁은 환율 장벽
이 없는 국가 간 거래 실현을 목표로 증권거래소, 금융 중개업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 대행업체 등을 위한 국가 간 거래를 촉진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기업정보 제공업체 크런치베이스(Crunchbase)에 따르면, 엠댁은 지금까지
9,87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알리바바(Alibaba), NTT커뮤니케이션스(NTT
Communications), 삼성 등 굵직한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무서
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엠댁의 다중 외환결제 알고리즘 기술
엠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중 외환결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실행가능한 FX
환율을 섞어 다양한 화폐의 형태로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함. 또한 적은 거래 수수료와 보안 거래를 제공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 투자에 대해 은행의 FX 환율 도매가격으로부터 이익
을 얻을 수 있으며 FX 비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
고 있음

[표 15] M-DAQ 기업 정보
기업명

M-DAQ

설립년도

2010년

홈페이지

www.m-daq.com

· 직원수 : 약 55명
· 총 투자 유치 규모 : 9,870만 달러
기업규모

· 연간 매출 : 1,130만 달러
· 투자 기업 : Samsung Ventures, EDBI,
GSR Ventures, Citi Ventures,
Ant Financial
· 2014년 : CIMB Securities와 협력하여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 2015년 :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위한 외환 솔루션 알라딘 개발

주요 활동

· 2018년 : - M-DAQ (POC) 출시
- 66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국가 간 거래 진행
- 순 수입 620만 싱가포르 달러 달성
· 2019년 : 일본 NTT, 전략 투자자로 합류

자료 : Crunchbase, M-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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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 환차손 방지 결제 솔루션 제공
엠댁은 실시간 외한표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환차손을 방지하는 결제 솔루션
‘알라딘(Aladin)’을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에 제공하고 있음.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할 때 자국 통화로 환율 변동 및 환전수수료가 적용된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 플랫폼 보다 적은 수수료가 부과됨. 세계 최대 제3자 결제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페이 운영사인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이 엠댁 지분의
40%를 확보하며 2015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으로 자리매김함

▶

NTT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제휴 체결
엠댁은 일본 NTT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최초로 보장된 환율에 환전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인 홈커런시애니웨어(HCA,
Home Currency Anywhere)를 2019년 11월 출시했음.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해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호하는 통화를 선택하여 정확한 가격을 지
불할 수 있게 지원함
[표 16] M-DAQ의 주요 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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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터트레이드오프(BetterTradeOff)
▶

베터트레이드오프,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베터트레이드오프(BetterTradeOff)는 2017년에 설립된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스
타트업으로 사용자 각각의 생활 방식에 따른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베터트레이드오프는 통계 모델과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의 미래 자산관리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있음. 현재 아시아, 유럽, 그리
고 중동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종합 자산관리 플래닝 서비스 제공
베터트레이드오프는 고객의 삶의 단계에 따라 단계별 재정목표에 맞는 종합
금융 자산관리 플래닝을 해주는 ‘아드비저(Aardvis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반 금융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함

[표 17] BetterTradeOff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기업규모

BetterTradeOff
2017년

홈페이지

bettertradeoff.com

· 직원수 : 약 30 명
· 총 투자 유치 규모 : 3,400만 달러
· 2017년 : -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 출범
- 금융 자산괸리 플래닝 솔루션 ‘Aardviser’ 제공
- KPMG Digital Village와 제휴

주요 활동

· 2018년 : - 글로벌 핀테크 헥셀레이터 수상
- Finovate Asia 홍콩 최종 진출
- FinTech Hive 두바이 최종 22위 진출
- Digital Insurance Agenda(DIA) 인슈어테크 부문
혁신 스타트업 상 수상

자료 : Crunchbase, 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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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디지털빌리지와 독점 파트너십 체결
베터트레이드오프는 KPMG의 자회사인 KPMG디지털빌리지(KPMG Digital
Village)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KPMG디지털빌리지는 싱가포르의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베터트레이드오프는 협업을 통해 기존
금융 기관과 스타트업 생태계 사이의 격차 최소화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재연결
을 목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 산업의 대형 플레이어들과의 다양한 협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18] BTO 주요 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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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장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블록체인 기술
싱가포르통화청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은행 간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우빈에 주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핀테크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민관협력 기회
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화청이 다중통화를 동일 네트워크에서 결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타입의 완성을 발표하며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결제 및 송금
싱가포르 핀테크 스타트업 엠댁이 다중 외한결제 알고리즘 기술 및 환차손 방지
결제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두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를 성공하며 싱가포르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음.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 결제, 송금 등의 거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이 환율
장벽 없는 국가 간 거래 솔루션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인슈어테크
싱가포르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그랩이 보험사와 협업을 꾀하며 인슈어
테크 시장 진출을 발표했음. 빅테이터 분석, 통계 모델,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
용하여 고객 맞춤형 보험 및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이
싱가포르 내에서 확대되고 있음. 해당 서비스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개개인의
생활 방식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용이하고 간편한 절차로 인해 더욱 확산될 것
으로 예상됨
[표 19] 싱가포르 핀테크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블록체인
- 정부 주도의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프로젝트 진행중
- 블록체인 분야 민관협력 기회 多
⦁ 해외 결제 및 송금
- 국가 간 거래(송금, 결제 등) 증가로 관련 기술 성장 유망
- 다수의 기업이 환율 장벽 없는 국가 간 거래 솔루션에 주목
⦁ 인슈어테크
- 싱가포르 그랩, 보험사와 협업해 인슈어테크 시장 진출
- 서비스의 간편성 및 데이터 기반 상품 추천으로 수요 증가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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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8.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

국내 핀테크지원센터, 싱가포르핀테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 핀테크지원센터가 싱가포르핀테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국내
혁신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알렸음. 한국 핀테크지원센
터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핀테
크 기업, 예비창업자, 구직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
함.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은 핀테크 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서 서로 상시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동행사 주최 등의 협력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
로 기대됨

▶

BNK 경남은행, 싱가포르 UOB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BNK 경남은행이 싱가포르 유나이티드오버시스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과 MOU을 체결했음. 이를 통해 진출 국내 기업의 지원과 아세안 지역 동
반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임. 두 은행은 ①해외 진출한 경남ㆍ울산
ㆍ부산지역 기업 금융지원 ②핀테크 ③자금조달(Funding) ④해외 직접투자 등의
분야에서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음

[표 20]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한국 카카오의 가상화폐 자회사 그라운드X, 싱가포르 현지법인 클레이튼(Klaytn) 설립
(2018.11)
- 카카오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있고 전략적 투자자 확보가
용이한 싱가포르에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
- 계열사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음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원투씨엠((12cm), 싱가포르 최대 유통매장 NTUC와
로열티 마케팅 추진 (2019.11)
- 원투씨엠은 2019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자사 ‘스마트 스템프 기술’과
‘핀테크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여러 기업과 협력 사업 체결
- 원투씨엠은 싱가포르 NTUC와 스템프 시스템을 활용한 로열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싱가포르 지역에서 주목받을 것이 기대됨
삼성벤처투자, 싱가포르 핀테크 스타트업 엠댁에 투자 (2019.11)
- 싱가포르 외환 핀테크 스타트업 엠닥이 삼성벤처투자로 부타 투자 유치 성공하였음, 투자
금액은 비공개로 진행
- 엠닥은 2019년 5월 한국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다중통화리스팅(MCL, Multi-Currency Listing)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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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핀테크 파트너사
① Everex

▶

에버렉스, 블록체인 기반 지불결제 기업
에버렉스(Everex)는 2016년 설립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국내 및 해외 송금
및 결제 기업임. 해당 플랫폼은 미국 달러 혹은 유로와 같은 화폐 통화를 나타내

개요
· 블록체인 기반 국내 및 해외
송금 및 결제 기업

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을 사용하는데, 이는 화폐 통화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피할 수 있음. 에버렉스는 동남아시아의 이민자, 단기

· 2016년 설립

및 장기 여행객, 국외 거주자 등 은행미이용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하여 국내

· 직원 수 : 11~50명

및 국제 송금, 직접 결제, 화폐 통화 간의 환전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고

· 홈페이지 : everex.io

있음

●

[표 21] Everex 협력 정보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 전화번호 : +65-944-81-222

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접촉 정보

안정된 암호화폐

· 이메일 : team@everex.io
· 소재지 : 80 Robinson Rd, #08-01
SG Singapore Singapore 068898

담당자 정보

· Alex Lane (CEO/Co-Founder)
· P2P 결제 및 전송
→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인 ‘Dai’ 발행기업 MakerDAO와 제휴
→ P2P(Peer-to-Peer) 결제 및 전송 가능
· 스테이블코인 결제

주요

→ 다른 자산의 가격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협력 분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피할 수 있으며 적은 수수료가 부과됨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송금
→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국내 및 해외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며
은행미이용자 및 은행저이용자에 거래 참여 지원하고 포용적
금융을 실행함

주요
협력사

· MakerDAO, Huobi, Binance, Tidex, Ethereum, The Asian
Banker, HitBTC, IDEX, Mercatox 등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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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alidus Capital

인프라 환경

▶

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발리두스 캐피탈,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
발리두스 캐피탈(Validus Capital)은 2015년 설립된 중소기업 대상 금융 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

제공 기업임.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대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포용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 2015년 설립

있음. 발리두스 캐피탈은 테마섹의 자회사인 버텍스 벤처스(Vertex Ventures)가

· 직원수 : 51~100명

후원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자본 시장 서비스(CMS,

· 홈페이지 : validus.sg

Capital Markets Services) 라이선스를 확보한 바 있음. 또한, 싱가포르통화청이
전개하고 있는 디지털 은행 인가에 대해 디지털 은행 면허를 신청한 바 있음
[표 22] Validus Capital 협력 정보
· 전화번호 : +65-6100-0610
접촉 정보

· 이메일 : info@validus.sg
· 소재지 : 6 Shenton Way, #17-09 OUE Downtown 2,
Singapore 068809

담당자 정보

· Sonal Jain (Chief Data and Analytics Officer)
· 중소기업 자금 조달
- 중소기업과 투자자 연결
- 온라인 애드리게이터 플랫폼 운영

주요
협력 분야

- 낮은 대출 금리 및 48시간 내 승인 절차 처리
· P2P 대출 서비스
- 인공지능, 러신 머닝, 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하여 성장 유망
비즈니스 및 기업 분석
- 금융 중개 비용 최소화
· Singapore Fintech Association 회원사

주요
협력사

· Visa, Vertex Ventures, Vistra, FMO, DP Information
Group, Lighthouse CANTON, Xero, Openspace Ventures,
VinaCapital Ventures, AddVentures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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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KPMG Digital
Village

인프라 환경

▶

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KPMG디지털빌리지, 다수의 기업이 후원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컨설팅사 KPMG의 자회사인 KPMG디지털빌리지는 스타트업, 투자자 및
정부 기관의 통합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개요
· 글로벌 컨설팅사 KPMG의
자회사
· 혁신 스타트업 지원
· 홈페이지 :

KPMG

디지털빌리지는 기업의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및 핵심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통화청에서 주최하는 글로벌핀테크헥셀레이터(Global
Fintech Hackcelerator)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기업들과 상용 솔루션 보유 스타트업과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digitalvillage.asia

[표 23] KPMG Digital Village 협력 정보
· 전화번호 : +65-6507-1581
접촉 정보

· 이메일 : innovation@kpmg.com.sg
· 소재지 : #03-00, Hong Leong Building, 16 raffles Quay,
Singapore 048581

담당자 정보

· Lyon Poh (Head of Digital + Innovation, KPMG Singapore)
· 글로벌 핀테크 헥셀레이터 연간 프로그램 운영
- 실제 금융 기업과의 협력 기회 제공
- 고객 및 산업 요구에 대한 솔루션 동향 파악 가능
- 싱가포르 스타트업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신청 가능
- 산업 주요 플레이어와 네트워킹 기회
- 2019년 총 3개의 주요 부문으로 진행 :
① 포용적 금융 (Financial Inclusion)

주요
협력 분야

② 뱅킹 및 자금 조달 (Banking and Finance)
③ 보험(Insurance)
- 선발 스타트업 혜택 :
① 최대 2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솔루션 구체화 자금 지원
② 파트너 기업과 시범 프로젝트 진행
③ 최종 진출자(3사)는 최대 5만 싱가포르 달러 지원
④ 업계 전문가 및 규제 기관 컨설팅
- 2018년 우승 스타트업 :
→ BetterTradeOff, Billion Group, Mosabi
→ 현재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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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
▶

싱가포르핀테크페스티벌, 매년 11월 개최
싱가포르통화청은 매년 11월마다 핀테크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을
주최하고 있음. 2016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4회 진행됨. 2019년
핀테크페스티벌에는 총 130개국 및 9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함. 해당 전시회는
핀테크 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 IT기업들이 대거 참
가하는 행사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또한 핀테
크 산업의 유망 기술, 수요 현황 파악 및 여러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음. 2019년 행사에는 총 28개의
한국 업체가 참여했음

▶

싱가포르핀테크협회, 핀테크 생태계 산업 지원 플랫폼
싱가포르핀테크협회(Singapore Fintech Association)는 핀테크 생태계의 모든
시장 참여자와 이해 관계자의 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임.
협회는 회원 기반 조직으로 혁신기업부터 대형 금융 플레이어,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등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싱가포르 내 핀테크 관련
행사, 기업 및 기술 동향 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표 24]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주요 정보 채널
유형

홍보 채널
Singapore Fintech Festival
·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시회

오프라인

· 개최 장소 : 싱가포르 Singapore Expo
· 개최 규모 : 2019년 130개국, 900여 개
기업 참가
· 관련 사이트 : fintechfestival.sg

대상 품목

상세

간편 결제, 블록
체인 등 금융업
에 응용될 수 있
는 모든 핀테크

’20.11.09 ~
’20.11.13

기술

핀테크 생태계
온라인

Singapore Fintech Association
singaporefintech.org

핀테크 생태계

모든 참여자와
주주들 간 협력
지원 플랫폼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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