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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지갑(e-wallet) 시장의 성장과 한계
2017년 9월부터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현

베트남 중앙은행의 산하기업인 나파스(NAPAS)

금결제를 전체 결제거래의 10% 이하로 줄이겠다

가 독점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어 반드시 나파스

는 “2016~2020 비현금 결제 발전 프로젝트”를 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베트남 총리가 15

보안 등을 사유로 한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을 포

세 이상 베트남인의 90%가 2030년까지 은행계좌

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에 부담이 된다.

보유를 목표로 하는 법률문서 “No 681/QĐ-TTg”

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전자지갑 거래한도의 재조정은 미정

베트남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으로 베트남
에서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

두 번째, 베트남 전자지갑 거래 한도의 재조정

행(SBV)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은행 간 전자

고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베트남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약 3,700만 건, 21조 VND

전자지갑의 하루 거래한도가 개인 2,000만 VND

(8,984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결제되었는데,

(약 850달러), 법인 1억 VND, 월별은 개인 1억

이는 각각 전년보다 17.8%와 23% 증가한 규모

VND, 법인 5억 VND이다. 베트남투자개발은행

이다.

(BIDV)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에 대한 월

베트남의 전자결제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Vi-

별 한도를 1억 5,000만~2억 VND 수준으로 늘려

Viet, ZaloPay, 123pay, Baokim, NganLuong,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트남 중앙은행의

BankPlus, VTCPay, Timo Bank, Payoo, MobiVi,

이사는 전자지갑의 거래당 평균이 약 20만 VND

WePay 등 20여 개의 전자지갑(e-wallet) 서비스

(약 8.54달러)이라고 지적하며 거래 한도의 상향

가 인기를 끌고 있다.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베트남 내부에서
전자지갑 거래 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1

전자지갑 시장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당 소득과 소비 수요의 변화에 따른 전자거래

외국인 투자는 규제 등 애로요인 많아

한도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삼성페이, 신

베트남 정부의 전자지갑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한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

성장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도 존재한다. 우선 허가 및 규제에 따른 진입장

자료 : Vietnam News(2019.5.14, 2019.6.11).

벽이 높은 투자환경이다. 베트남 결제 중계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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