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핀테크 규제장벽
동향 웨비나 시리즈
KOTRA와 서울핀테크랩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싱가포르 · 베트남 · 인도네시아, 신남방 3국의 핀테크 생태계를 소개하는 웨비나
현지 금융 전문가와 함께 신남방 진출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일시/장소

`21.6.22~23(싱가포르), 6.29(베트남 · 인도네시아) / 온라인 ZOOM

웨비나 주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3국의 핀테크 산업 동향 및 금융 규제 설명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 참고)

연사

Allen & Gledhill LLP 로펌 변호사 등 현지 금융/법률 전문가 6인

대상

관심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누구나 (회차 당 선착순 50개사 내외 한정)

참여 방법

해외진출역량평가 설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 참고)

(자세한 내용 3페이지 참고)

신청 기한
문의

싱가포르 회차 - 6.17(수) / 베트남·인도네시아 회차 ~6.23(수)
KOTRA 스타트업지원팀 hmchoi@kotra.or.kr

신남방 핀테크
규제장벽 동향 웨비나 시리즈
: 웨비나 회차 별 주제 및 연사 안내
싱가포르 1회차 : 6.22(화) 11:30~13:30
주제 : Payment Services Act
- 송금, 전자지갑 제공, 암호화폐 중개/거래 등의 활동 관련 규정
- 면제, 제외, 최소 기준 자본 등 라이선스 유형
연사 : Adrian Ang
- Allen & Gledhill 소속 ESG 및 핀테크 전문 변호사
-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 위원

싱가포르 2회차 : 6.22(화) 15:30~17:30
주제 : Data Protection & Storage
- 싱가포르 개인 데이터 보호법
- 클라운 데이터 저장, 정부에서 제공한 개인 및 기업 정보 사용
등 데이터 관련 이슈
연사 : Eugene Ho
- Allen & Gledhill 소속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전문 변호사

싱가포르 3회차 : 6.23(수) 11:30~13:30
주제 : Anti-Money Laundering(AML)
- 규제 및 비규제 사업에 해당된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
- 고객 확인 등 비대면 신원 확인 이슈
연사 : Lawrence Low
- Allen & Gledhill Regulatory & Compliance Pte Ltd, CEO
- 컴플라이언스, 규제 자문 등 전문가

싱가포르 4회차 : 6.23(수) 15:30~17:30
주제 : General Corporate Matters
- 싱가포르 법인 설립 요건, 행정 절차 등
- 주주총회 및 법인 관련 사항 전반
연사 : Nicholas Soh
- Allen & Gledhill 소속 M&A 전문 변호사

신남방 핀테크
규제장벽 동향 웨비나 시리즈
: 웨비나 회차 별 주제 및 연사 안내
베트남 : 6.29(화) 11:00~13:00
주제 : 베트남 핀테크 동향
- 베트남 핀테크 동향 소개
- P2P금융, 금융정보 서비스, 보험중개 등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연사 : Mr. Cong Thang Huynh
- InnoLab Asia(베트남 AC) 대표

인도네시아 : 6.29(화) 15:00~17:00
주제 : 인도네시아 Fintech 시장 개요
-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의 핀테크 관련 정책 및 규제
연사 : 이영준 매니저
- 미래에셋 자카르타 사무소 소속

주제 : 인도네시아 P2P 대출시장 동향 및 전망
- 주요 P2P 기업 및 상품, 설립 절차 및 요건
- P2P 관련 법안 및 규제 from OJK(금융감독원)
연사 : 한종문 이사 (OKP2P)
- 한국인 유일 인니금융감동원 등록 P2P Lending 회원 등재

: 웨비나 신청 방법 안내
1) 해외진출역량평가 설문 제출
https://forms.gle/XgMiYuCAAsCPbxCx8
2) KOTRA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3) 아래 웨비나 신청서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업로드 및 신청서 제출
https://forms.gle/R31KRBTBGGYEufJb8
*신청 마감은 웨비나 별로 상이합니다 - 싱가포르 : ~6.17(수) / 베트남 ·인도네시아 : ~6.23(수)
*본 사업은 KOTRA와 서울핀테크랩 협업 사업으로,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에게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시장의 금융 규제에 대한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정 완료된 기업에게는 웨비나 전 ZOOM링크를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영어 진행 웨비나는 순차 통역분이 함께하여 웨비나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