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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송금사업의 글로벌 전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City Express Group 과의 합작계약 체결 안내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 산몬지 마사타카, 코스닥 

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2018년 11월 22일을 기해 네팔의 대형 종합 금융그룹인 City Express 

Group과 국제송금사업의 글로벌 전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합작회사 설립 배경 및 목적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이민 노동자 증가를 배경으로 전세계 국제송금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는※1는 2017년 6,130억달러(전년대비 7％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하였습니다. 

특히 아랍 국가의 아시아 출신 이민 노동자 수※2는 1990년 이후 약 3배 증가하여 아랍 국가 

지역 전체 노동자 중 이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랍 국가라는 거대 노동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신속한 글로벌화를 통해 사업 

규모 확대한다는 양사의 전략이 일치하여, 상호 장점을 융합한 공동출자에 의한 합작회사를 설 

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아랍 국가에서의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창립 이래 국제송금 누적액 5,000억엔을 돌파한 일본 최대 규모 송금사업자인 SBI 

레밋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이하 「SBI레밋」)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City Express Group의 중핵기업인 City Express Money Transfer Pvt. Ltd.(본사: 네팔 

카트만두, Managing Director: Chandra Tandan)는 UAE를 등의 국제송금 거점에서 네팔을 

대상으로 하는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CITY EXPRESS 

MONEY TRANSFER JAPAN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신주쿠구, President & CEO: Shrestha Mahesh 

Kumar))가 네팔 대상 송금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SBI레밋이 보유한 아시아 각지의 대형 금융기관 및 자금이동업자와의 네트워크, City Express 

Group이 보유한 아랍국가 송금시장에 대한 식견과 현지 금융기관과의 강력한 파트너쉽 및 각 

사업에서의 노하우 및 정보, 기술 등을 융합시켜 합작회사의 수익확대 및 기업가치의 최대화를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1, 2 세계은행：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29 등 

※3 국제노동기구：ILO global estimates of migrant workers and migrant domestic workers 

 

 

 

 

 



2. 합작회사 개요 

명칭 FinTech City 설립준비 주식회사※4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대표자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사업내용 국제송금사업 

자본금 5,000 만엔 

설립일 2018 년 11월 22일 

출자비율 당사 51％ 

CITY EXPRESS MONEY TRANSFER JAPAN 주식회사 49％ 

※4 당사 및 CITY EXPRESS MONEY TRANSFER JAPAN 주식회사는 협의・합의를 거쳐 영업개시 전까지 상호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3. 합작 상대회사 개요  

(1) City Express Money Transfer Pvt. Ltd. 

명칭 City Express Money Transfer Pvt. Ltd. 

소재지 City Express Complex, Bank Road, Kamaladi, Kathmandu, Nepal 

대표자 Managing Director Chandra Tandan 

사업내용 국제송금사업 

설립일 2007 년 7월 11일 

자본금 3 억 네팔 루피 
 

2) CITY EXPRESS MONEY TRANSFER JAPAN 주식회사 

명칭 CITY EXPRESS MONEY TRANSFER JAPAN 주식회사 

소재지 도쿄도 신주쿠구 햐쿠닌쵸 2-10-9 

대표자 President & CEO Shrestha Mahesh Kumar 

사업내용 네팔 대상 국제송금서비스 

설립일 2012 년 6월 25일 

자본금 1 억 8,000만엔 
 

4. SBI 레밋 주식회사 개요 

명칭 SBI 레밋 주식회사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대표자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사업내용 국제송금사업 

설립일 2010 년 8월 24일 

자본금 5,000 만엔 

당사 지분비율 100％ 
 

5. 향후의 전망 

본 건이 당사 연결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