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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을 잇는 생산기지로 주목받았던 베트남이 1억명에 가까운 인구,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상승, 젊은 인
구구조, 빠른 도시화 등에 힘입어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인구층을 중심
으로 디지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의 인터넷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 금융서비스의 미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자의 확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개선 등으로
베트남 핀테크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도 디지털결제를 장려하고 적극
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어 시장
으로서의 매력이 높다. 베트남 핀테크시장 진출 시에는 현지 및 기진출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 핀테크산업은 디지털결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결제 부문에의 신규 진입보다는 P2P 대출, 블록체인 등 성장이 유망한 부문에 진
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핀테크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수합병도
활발해지는 추세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 정부가 핀테
크 관련 법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므로 관심 기업들은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진
출 시점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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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경 제 분 석

1. 베트남 핀테크산업의 성장 가능성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

먼저, 베트남의 전통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낮

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된 서

은 활용도가 핀테크 기업에는 큰 기회가 된다.

비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

세계은행의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2)에 따르면 베

웨어기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트남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15세 이상의 인구는

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

2017년 기준 전체의 30.8%에 불과하다. 이는 세

으로 디지털경제가 부상하면서 기술을 활용하여

계 평균인 6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

이며, 고소득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가 금융서비스 혁

평균 71%에 비해서는 더욱 낮은 수치다. 계좌를

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2016년)

다. 베트남에서도 핀테크가 신산업으로 주목받으

예금, 인출 등의 거래가 없었다고 응답한 인구도

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시

20%나 되어 은행계좌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

장 규모는 2017년 44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0년

타났다. 계좌서비스 이용이 낮다 보니 임금을 현

에는 78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1) 이러한 성

금으로만 받는 인구가 62%에 달하고 유틸리티 비

장 추세는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 계속될 것으로

용에 대한 지불도 94%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계

보이므로 베트남 핀테크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

좌를 활용한 지불은 5%에 불과한 상태다.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전통적 방식의 금융서비스 보급이 저

1) Solidiance(2018), Unlocking Vietnam’s Fintech Growth Potential.

2) Global Findex Database.

<그림 1> 베트남의 은행계좌 보유 인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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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트남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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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tatista, Populationpyramid.net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작성.

조하다는 점은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금

의 연평균 증가율로 7,190만명, 스마트폰 사용 인

융서비스 확산 측면에서는 기회로 해석된다. 핀

구는 6.1%의 연평균 성장률로 4,266만명에 달할

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는 전통적 금융서비스에서

것으로 예상된다.3)

배제되던 계층을 포함함으로써 틈새시장 선점이

이러한 인터넷 및 모바일의 확대 추세는 디지

가능하다. 최근 들어 베트남 은행과 금융기관에

털 인구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행동을

서도 금융서비스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잠재적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및 인터넷을

고객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와 은행 업무, 구매 및 결제 등

강조하고 있어 핀테크 솔루션의 필요가 강조되는

이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추세다. 금융 포용성의 측면에서도 베트남 정부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글

와 UN,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소외계층의

로벌 핀덱스에 따르면 베트남 15세 이상 인구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모바일 및 인터

9%는 이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

넷 기반의 핀테크 솔루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좌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세 미

를 다수 진행하는 점도 핀테크 기업에는 기회로

만의 인구에서는 16%, 25세 이상 인구에서는 7%

작용한다.

로 나타나 젊은 층에서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

베트남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디지

용 정도가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도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결제 측면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23%가 디지털

뒷받침한다. 우선, 베트남은 1억명에 가까운 인

결제를 활용하고 있고, 25세 미만은 28%, 25세 이

구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크다.

상은 21%로 나타나 역시 젊은 연령대에서 활용

이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정도가 더 높았다.

2019년 현재 각각 5,920만명, 3,567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까지 인터넷 사용 인구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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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ista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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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베트남의 인구구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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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tatista, populationpyramid.net.

새로운 기술과 방식에 대한 수용이 빠르고 적

경제가 활성화된 국가로, 인터넷 경제의 총거래

극적인 젊은 인구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인

액(GMV)은 GDP의 4%에 달한다. 동남아시아 지

구구조 또한 매력 요인이다. 2018년 기준 베트남

역 평균치는 2.8% 수준, 싱가포르(3.2%)를 제외

의 인구는 9,600만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의 인구

한 주요국은 3% 미만에 머물고 있어 주변 국가들

가 63.6%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대비 베트남의 GMV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베트

있다.4)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층을 중

남의 인터넷 경제 규모는 2015~2018년 동안 연평

심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균 38%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두 배가

경제 붐은 계속될 것이다.

량인 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330억

5)

Google과 Temasek 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은 2억 6,000만 인터넷 인구를 기반으로 인터넷

인터넷 경제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시장은 최근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전자상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보이는 부문으로 나타났는

거래, 온라인 여행 등의 성장으로 2025년에는 인

데 동남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의 GMV는 2015년

터넷 경제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55억 달러에서 2018년 2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

망된다. 특히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인터넷

가하여 동기간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자상거래시장의

4) Populationpyramid.net.
5) Google and Temasek, (2019), e-Conomy SEA 2018: Southeast Asia’s
Internet Economy Hits an Inflection Point.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시장 규모는 2015년 4억 달러에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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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터넷경제 GMV의 GDP 비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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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oogle and Temasek(2018).

28억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전

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외에도

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70%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여행, 온라인 교통 및 음식

를 담당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배달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그 규모는 2018년 기

크다. 베트남 중소기업은 대체로 기술의 도입과

준 각 22억·35억·5억 달러에서 2025년 60억·90

디지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근 UOB

억·2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경제의 성장은 핀

가포르, 태국 등 6개국의 중소기업의 전환에 관

테크에 대한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인터넷

한 조사6)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0%는 전

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인 디지털결제를 예로 들 수

통적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보다 IT에 대한 투자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전자상거래 고객 4명 중 1명

를 더욱 우선순위에 두고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만이 디지털결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 솔루션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응

이는 전통적으로 현금결제에 대한 선호가 높고 주

답했다. 구체적 기술투자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수령 시 현금으

와 서비스(78%)가 가장 압도적이고 하드웨어와

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cash on delivery)이 널

네트워크(65%)가 그 뒤를 이었다. 소프트웨어와

리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서비스에는 디지털 마케팅, 모바일 애플리케이

결제 방식은 전자상거래의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션 개발 등이 속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찰을 초래하기도 하고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킬

대출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결제 솔루션이 활성화되

되면서 금융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

는 추세다. 비단 디지털결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로 예상된다.

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모바일 환경도 개선되고

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거래, 투자 등이 가능하도

있다.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 인프라, 모바일

록 하는 다양한 핀테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더

데이터 가격 수준, 소비자 수준, 콘텐츠 및 서비

욱 높아질 전망이다.
베트남 핀테크산업의 기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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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OB, Dun&Bradstree, EY, (2018), ASEAN SMEs: Are you transforming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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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을 종합평가한 모바일연결성지수7)에 따르

가량 향상되었고 대기시간은 30% 감소하는 등 모

면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모바일 연결

바일 서비스의 질적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다. 아

성의 개선이 가장 빠른 상위 5개국에 올랐다. 특

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

히 인프라 개선 성과가 눈에 띄는데, 2017년 전

향상, 서비스의 질적 개선, 소비자 수준 등에서 상

체 인구의 95%를 커버하는 4G 네트워크의 구축

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베트

으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가 전년대비 두 배

남어로 된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2014년 3만 5,000
개에서 2017년 12만개로 현지 콘텐츠 및 서비스

7) GSMA (2018), State of Mobile Internet Connectivity 2018.

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베트남 핀테크산업 관련 정책 방향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정부의 핀테크산업 활성
화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비현금 사회를 위한 전자

농촌 지역 15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 은행 계좌
개설 및 이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제 장려정책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꼽을 수 있

이를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관련한 법·정책을

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전

수립 및 개선하고, 경제통합 과정 및 경제 수요에

자결제 인프라와 기술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부합하는 은행 간 전자결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2016년 12월 현금사용을 줄이고 전자결제를 장려

및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매결제 시스

하기 위한 ‘비현금결제 개발계획 2016~20208)’을 발

템 및 서비스를 구축 및 개발하고 공공부문의 전자

표하고 추진 중이다. 동 계획은 ① 2020년까지 총

결제 촉진, 국제결제 및 송금에 대한 감독 개선과

지불수단 중 현금 비율 10% 미만 달성, ② 2020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결제시스템으로 관

까지 POS 30만대 설치, 매년 약 2억건의 결제 달

리·적용, 비현금결제 관련 정보, 통신 강화를 통한

성, ③ 2020년까지 도심에 위치한 모든 슈퍼마켓,

고객 보호 등을 추진한다. 이에 덧붙여 베트남 정

쇼핑센터 등의 현대 유통채널의 POS 단말기 설치,

부는 2018년 2월 공공서비스 부문의 비현금결제

전기·수도·통신 등 서비스 공급업체의 70% 이상

촉진을 위한 계획9)을 통해 2020년까지 수도 및 주

비현금 결제방식 청구, 도시 거주자 50% 이상 비

(州) 수준의 도시지역 세금 납부의 80%를 은행을

현금 결제수단 활용, ④ 농촌 지역의 현금사용 감
소를 통한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8) Decision no. 2545/QD-TTg, (2016.12.30), “Approving the Scheme on
development of non-cash payment in Vietnam during 2016~2020”.

9) Decision no. 241/QD-TTg, (2018.2.23), “Approving the Scheme for
intensifying payment for public services, including tax, electricity, water, tuition fees and hospital charges, and social security programs
via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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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비현금 납부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도시 지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동 정책을 통해 2020

역에 위치한 전력회사의 70%, 수도회사의 70%, 대

년까지 스타트업 지원법을 제정하고 스타트업 생

학의 100%, 병원의 50% 이상이 비현금결제를 도

태계 포털을 구축, 800개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입한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비현금결제 달성을

200개의 스타트업 등에 1,000억동 규모의 자금을

위한 수단인 현대적 결제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있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2,000개의 스타트

다. 특히 농촌 지역과 비계좌 인구를 포용할 수 있

업 프로젝트, 600개의 스타트업, 2,000억동 규모

는 결제수단에 관심이 높다. 또한 다양한 지급방

의 투자를 유치한 100개의 스타트업을 목표로 하

식을 허용하는 다기능·다목적의 은행카드를 개발

고 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① 스타트업 포털을

할 계획으로 인터넷뱅킹, 비터치(non-touch) 및 근

구축하여 기술, 특허, 기준, 질적 관리, 지식재산

거리 통신 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 정책 및 법규제, 인적자원, 금융자원, 비즈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베트남내 현금사용

스 모델, 투자자, 스타트업 이벤트 등에 대한 정보

률은 감소세를 보이며 비현금결제 방식이 트렌드

를 제공하고, ② 스타트업 지원서비스 센터를 구

로 부상하는 추세다. 현금사용률은 2010년 14%

축하여 작업실과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위

에서 2018년 3월 기준 12%로 감소했고, 카드 발

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③ 기술페스티벌

급은 2011년 초 대비 210% 증가한 9,620만장을

(TECHFEST)의 연례 개최를 위한 정부의 과학기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60개 기관이 인터

술 예산 할당, ④ 2020 국가 기술 상용화 계획 시

넷뱅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0개 기관

행, ⑤ 교육훈련 장려와 서비스의 질 및 스타트업

이 모바일뱅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

역량 증진, ⑥ 스타트업 활동을 위한 기술적 인프

제 관련 인프라도 개선되는 추세로 ATM, POS가

라 및 시설에의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각각 47%, 300% 증가했다.10)

부터는 중소기업지원법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은행 대출 용이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

육성 노력도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베

증 제공, 중소기업 법인세 감액, 전국적 중소기업

트남 정부는 20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하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스타트

고 스타트업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2025

개선하고 있다.

11)

국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정책 ’을 발표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창업 장려정책으로 베

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위한 유리한

트남 신생기업 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
다. 2017년 기준 베트남 신생기업 수는 전년대비

10) 베트남중앙은행,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96459/
vietnam-intensifies-non-cash-payments-for-public-services.html
11) Decision 844/QD-TTg,(2016.5.18) “Assistance Policies on National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to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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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증가한 12만 6,859개를 달성했다. 스타트
업 중에서도 핀테크 부문은 가장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산 업 경 제 분 석

토피카재단(Topica Founder Institute)12)에 따르

8,900만 달러 중 핀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총 1

면 2018년 베트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총 8억

억 1,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부문
의 1억 4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최대 규모로 베트

12) KrAsia, (2019.1.23), “Vietnames Startups Bag $889m in Investments in
2018: Report”, https://kr-asia.com/vietnamese-startups-bag-us889
m-in-investments-in-2018-report.

남 핀테크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기회가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3. 베트남 핀테크산업 현황
베트남의 핀테크산업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며 혁

핀테크산업은 크게 ① 금융플랫폼, ② 금융데이

신적인 금융업무와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라

터분석, ③ 결제 및 송금, ④ 금융소프트웨어로

고 볼 수 있다. 비대면 실명인증, 블록체인, 새로

13)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금융플랫폼은 기업과 개

운 방식의 리스크관리 등이 금융소프트웨어를 통

인 고객들이 기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

해 가능하다.

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

베트남 핀테크산업은 결제 및 송금 부문에 집

공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

중되어 있다. Solidiance의 최근 보고서14)에 따르

고 다수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모을 수 있

면 2017년 기준 베트남 핀테크시장 규모는 44억

도록 하는 P2P(Peer-to-Peer) 대출, 크라우드펀딩

달러였으며, 이 중 89%에 달하는 절대적 비중이

등이 금융플랫폼에 속한다. 둘째, 개인 및 기업 금

디지털결제 부문이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현금

융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신규

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나, 정부의 비현금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자 환경에 새로운 부가가

장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결제

치를 창출하는 금융데이터 분석이다. 이 기술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고, 오프라인 결제 시에 발

신용조회, 로보어드바이저 등에서 활용된다. 셋

생하는 지급양식 작성, 확인문서 발급, 현금 계수

째, 결제 및 송금은 기존 금융서비스 대비 저렴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디지털결제를 통해

수수료와 편리한 이용방식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절감할 수 있다는 고객 인식이 제고되는 추세다.

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생활에서 접하

이에 힘입어 디지털결제 부문은 2017~2025년 기

기 쉬운 간편결제 및 송금, 소액외화 송금 등이

간에 연평균 12.8%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프트웨어는 IT

된다. 디지털결제 외 핀테크 부문은 개인 금융 부

13) 딜로이트(2019.5.23), “해외진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 발표자료.

14) Solidiance(2018), Unlocking Vietnam’s Fintech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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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베트남 핀테크시장 부문별 비중 및 전망

자료 : Solidiance(2018).

문이 9%, 기업 금융 부문이 2%를 차지하고 있는

는 신한은행 베트남과 협력하여 신한은행의 고객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각각 전체 시장

계좌를 MoMo 전자지갑에 연동한 서비스를 개설

의 24%, 6%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했으며 대출 상환 서비스도 시작하면서 서비스

디지털결제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전자지갑 서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ViMo사

비스가 활발하다. 현재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

는 SASCO와 협력하여 베트남을 여행하는 아시아

하는 기업은 20여 개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내놓

치열하다. 베트남 전자지갑 제공자들은 전기, 수

았다. ViMo사는 위챗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은 회

도, 인터넷, TV 등의 공공요금 지불과 영화, 항공

사로 여행객들이 호치민 공항의 SASCO 부스에서

권, 호텔 등의 생활서비스, QR코드를 통한 송금,

QR코드를 통해 위챗페이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

계좌 이체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있도록 하였다.

고 있다.

전자결제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신규 진입은

이렇듯 중개 결제서비스 기업에서 제공하는 폭

어려워지는 추세다. 베트남에서는 2014년 발표

넓은 서비스로 인해 은행의 인터넷 및 모바일 뱅

된 시행규칙15)에 따라 전자결제 포털, 결제서비

킹서비스가 대체 가능해지면서 베트남 은행들도

스, 전자송금서비스, 전자지갑 등 중개 결제서비

빠르게 디지털 결제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Mari-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허가

time Bank, Sacombank와 같은 현지 은행들은 오

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들어 신규 라이선스 발급

프라인 가게와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QR코드

도 뜸하다. 2019년 7월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으로

결제서비스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부터 허가받은 중개 결제서비스 기업은 총 30개

알리페이, 아마존 등 외국기업도 결제시장에 진

로, 2018년 4월 이후 4개 기업만 추가되었고 1개

출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현지의 주

기업은 제외되었다.

도적 기업들은 시장점유를 위해 파트너를 발굴하
고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M-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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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트남 결제 및 송금 부문 주요 핀테크 기업

VNPT ePay

- 온라인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중개서비스 제공
- 베트남 결제 중개 선두업체로 연평균 거래 1억건, 4,000억원 이상 기록
- 2017년 UTC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여 지분 65% 보유, 베트남우정공사(VNPT)가 35% 지분 보유

MOMO

- M_Service의 모바일결제·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베트남 내 최다 다운로드 프로그램, 500만 이상
의 사용자 보유
- MoMo 모바일 지갑에서 직접 결제 가능
- 항공권, 게임, 기타 디지털 콘텐츠 구매, 이체(하루 최대 500만동, 25만원) 서비스 제공

1Pay

- 모바일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베트남 최대 모바일게임 제휴 네트워크인 mWork 자회사
- API 키와 SDK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판매자에게 제공하여 게임, 콘텐츠, 모바일 앱용 모바일결제
통합 제공
- SMS, 온라인, 선불카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구매하는 서비스 제공

Vimo

- 전자지갑 및 모바일결제 애플리케이션
- 충전식 전화, 전화카드 코드, 게임카드, 청구서 지불, 비자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은 유일한 라이선스 지급 중개기관

Moca

- 모바일결제 애플리케이션
- 매장 결제, 택시요금 결제, 청구서 지불, 충전식 전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 베트남 중앙은행과 기술 및 서비스 합작을 맺음

자료 : Bridging Group (2018), 각 회사 웹사이트.

또 다른 주목해야 하는 부문은 P2P(Peer-to-

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

Peer) 대출 부문의 성장이다. P2P 대출은 디지털

다.16)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P2P 대출 플랫

결제 다음으로 활발한 핀테크 부문으로 꼽힌다.

폼인 Growth Wealth, Vay Moun 등의 주요 기업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배경에서

을 포함하여 23개의 스타트업이 P2P 분야에서 활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전통적 은행의 신용시스

동 중이다.17)

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의 공급 채널이 가능

베트남 정부는 P2P 대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해짐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관심

면서 관련 규제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대두하자

이 높다. 베트남 P2P 대출 산업은 이미 10억 달러

법규제 마련을 위한 P2P 대출의 시범 시행을 추진

16)

규모로 성장했으며 베트남 P2P 대출 플랫폼들은

하고 있다. 시범 시행에서는 P2P 대출기업의 자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

금동원은 금지하고 투자자와 차용자를 연결하는

인 소비자금융시장이자 P2P 대출 플랫폼인 Tima

중개 역할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

는 2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 300만건에 달하

관의 P2P 대출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

는 대출 지원서, 약 18억 7,000만 달러의 대출을

의되고 있다.18) 베트남 정부는 P2P를 포함한 새

성사시켰다. 2018년 10월 기준 300만 달러의 시
16) VietNamNews,(2018.10.3),“SBVWorkingonFrameworkforP2PLending”, https://vietnamnews.vn/economy/466945/sbv-working-on-fra
mework-for-p2p-lending.html#Sr0bF78T3WIcjb2o.97

17) F intech Singapore, “Fintech Vietnam Startup Map 2019”, http://fintechnews.sg
18) V
 iet Nam News, (2019.3.13), “Government Moves to Legalise P2P
Lending”, https://vietnamnews.vn/economy/506959/governmentmoves-to-legalise-p2p-lending.html#fMJrevJAUtY0M9k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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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자금조달 모델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을 추

한 송금 수수료를 위해 개발된 공공 블록체인으

진 중으로 향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

로 2018년 12월 메인넷을 출시하며 ICO에서 850

요가 있다.

만 달러를 유치, Signum Capital, Connect Capital,

베트남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 부문도 베트남

1KX 등과 같이 유명 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고 있

핀테크시장을 주도할 기술로 최근 이목을 끌고

다. 2019년 3월 기준 블록체인 및 암호화 부문에

있다. 2018년 핀테크 스타트업 중 두 번째로 많

는 TomoCahin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인

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인 TomoChain도 블록체

Kyber Network 등을 포함한 17개의 기업이 있으

인 기업이다. TomoChain은 더 빠른 처리와 저렴

며, 향후 성장이 유망한 부문으로 기대된다.

4. 시사점
베트남 핀테크시장 진출에 있어 효과적인 방편

여 개 기업이 경쟁 중이며 MoMo를 비롯한 몇몇

중 하나는 기존 기업과의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더욱이 베트

다. 이미 많은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남 정부의 디지털결제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발

기존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 또는 사업

급도 적극적이지 않아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으

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베트남 디지

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결제시장의 신규 진입

털 결제시장은 가장 활성화된 부문이나 이미 30

보다는 기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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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 보험, 카드사

출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규제의 부재로 인한 문

등의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도 고려할 수 있다.

제가 대두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법규제 제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서비

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진 상황에 관심을 두

스와의 연계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고객을 확

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P2P 대

보할 수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출과 블록체인 활동을 규제하는 특정 법률은 없

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트렌드에 발빠른 대

으므로, 실제로 P2P 대출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응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의 법적 의무사항은 기업등

례로 신한은행과 M-Service와의 협력을 들 수 있

록증명서를 취득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명확한

다. M-Service는 베트남의 대표 전자지갑 애플리

법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관할 당국의 판단에 따

케이션인 MoMo를 출시한 기업으로, 신한은행은

라 서류가 보류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M-Service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의 외국

높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인 전용 플랫폼에서 베트남 현지 휴대폰 번호와

대한 법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하

이름만으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

여 가까운 시일 내 P2P 대출의 시범적 시행을 추

았다. 또 다른 전자지갑 기업인 Moca와의 제휴를

진할 것으로 발표한바, 관심 기업은 지속적인 모

통해 외국계 은행 최초로 Grab 애플리케이션 사

니터링이 필요하다.

용 시 ATM 현금카드 충전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핀테크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M&A도 활성화될

베트남 주요 디지털 기업과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 투자자 및 금융기관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 은행 및 금

은 핀테크 기업에 초점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고

융기관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

있다. 핀테크 기업의 인수를 통해 은행과 금융기

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업의 디지털화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빠른

현지 기진출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맺으면 진출에

진입, 저렴한 비용의 고객 유치, 제품 및 서비스의

유리할 수 있다.

차별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디지털결제 시장 외에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

아직 핀테크 기업의 인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

는 P2P 대출, 블록체인 부문도 진출 시장으로서

이나 외국계 은행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기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투자 유치

를 모색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제한 규제가 적용

규모 기준 상위 2위에서 4위까지의 기업이 블록

되지 않는 핀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은행

체인, P2P 대출 플랫폼, 소액투자 및 자산관리 플

부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 간

랫폼 부문의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유망시장임이

의 합병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기회

다시 한번 확인됐다. 디지털결제 부문에 비해 상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전자지갑 스타

대적으로 경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단독 진입

트업인 Vimo와 POS 스타트업 mPOS 기업은 합병

도 고려 가능해 보인다. 다만 베트남에서 P2P 대

을 통해 NextPay Holdings로 이름을 바꾸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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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NextPay를 출시했다. NextPay는 상인들

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홍콩의 Champion Crest

에게 POS 시스템 활용과 고객으로부터의 결제가

는 Amigo Technologies JSC의 지분 51%, 태국의

모두 가능한 원스톱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합

Tru Mone은 1Pay의 지분 90%, MOL Accessportal

병을 통해 NextPay는 11개 도시의 3만 5,000개에

은 Ngan Luong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달하는 POS 가맹점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몇

러나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몇 주요 전자지갑 기업에 의해 구축된 디지털결제

육성을 위해 베트남 핀테크 기업의 외국인 소유

시장의 경쟁구도 재편이 기대될 정도로 합병 효과

비중을 30%로 제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핀

가 클 것으로 보인다.

테크 기업은 금융시장 및 은행 활동과 관련이 높

핀테크 분야의 외국인투자 규제 마련에 대한

으며, 국가 통화정책의 안전과 서비스 참여자들

논의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관

현재 베트남 신용기관의 경우 최대 30%로 외국

리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조작을 방지하고 은

인투자자의 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핀테

행 및 금융업무에서의 국가 주권을 보장하기 위

크 분야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자

해 외국인 소유 규제 등 적절한 정책을 채택할 필

가 베트남 핀테크 기업의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

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관심 기업은 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의 UTC

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적절한 진출 시기

인베스트먼트는 VNPT Epay의 지분 65%를 소유

와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

하고 있고 NTT데이터는 Payoo의 지분 64%를 소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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