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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한국 • 베트남 최초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 거래 완료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통해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과 베트남 두이탄 플라스틱 

사이의 무역 거래 기간 단축  

 한국 • 베트남 최초의 블록체인 신용장 무역 거래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 •  베트남 무역 금융 거래가 다음 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  
 

HSBC는 다국적 화학기업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이네오스스티롤루션)과 베트남 플라스틱 가공업체 듀이 

탄 간의 블록체인 기반 무역 신용장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최초의 디지털 신용장 거래로서, HSBC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7번째이다.  

 

이번 거래에서는 이네오스스티롤루션이 듀이 탄에 플라스틱 원자재를 수출하는 모든 과정이 단일 

어플리케이션인 볼트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HSBC 가 양쪽에서 각각 개설은행, 통지 • 매입은행으로 

참여하였다.  

 

7 월 3 일에 듀이 탄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이는 실시간으로 이네오스스티롤루션에 통지되었다.  이번 

거래는 블록체인이 상업적으로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디지털 무역 솔루션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서류 교환에 통상 5-10 일이 걸리는 기존 신용장 거래와는 달리 이번 거래에서는 소요 

시간이 24 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네오스스티롤루션과 듀이 탄 양측 모두에서 운영 효율성, 투명성, 보안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거래 당사자가 

볼트론을 통해 단일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즉시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다.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해 양쪽 

기업 모두 유동성 운영 효율을 높이게 된 것이다. 

 

더크 아헬거 이네오스스티롤루션 그룹 자금총괄 겸 기업홍보총괄은, “선도적인 글로벌 스티레닉스 (플라스틱 

소재) 공급업체인 이네오스스티롤루션은 항상 운영 개선 방안을 고심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무역금융 과정을 단순화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볼트론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된 이번 과정은 

일상적인 서류 기반의 과정이 명확하고 단순화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신용장 거래 

과정이 신속하고 용이해질 것이다.  이네오스스티롤루션은 볼트론의 완전한 상용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엔 바오 쿠옼 듀이탄 CFO는“HSBC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베트남 최초 무역거래를 실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모든 무역 절차가 개선되고 수출, 수입업체간 빠른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역업체로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엄청나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HSBC가 한국 최초로 볼트론 기반의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이끌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대 수출국가로서 무역 디지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HSBC가 여기에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팜 홍 하이 HSBC 베트남 CEO는 “새로운 장을 연 이번 거래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을 지원하려는 

HSBC의 강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급속한 공급망 변화에 따른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서류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시아의 무역 허브로서 베트남의 매력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SBC는 지난 해 5월에 볼트론 플랫폼 기반의 획기적인 신용장 거래로 블록체인 기반 무역 금융 거래의 장을 

열었다.  이번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시아 전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HSBC는 볼트론 

상용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시장과 파트너를 꾸준히 찾고 있다. 

 

볼트론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얻고자 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은행,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문의:  

 

HSBC 코리아 홍보부 부본부장 서현진 2004-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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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오스스티롤루션

이네오스스티롤루션은 선도적인 글로벌 스티레닉스 공급업체로 주력 품목은 스티렌 모노머, 폴리스티렌, ABS 

스탠다드와 스티레닉 전문 소재이다. 이네오스스티롤루션은 세계적인 생산설비와 85 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는다.  이네오스 

스티롤루션은 자동차, 전기, 가전, 건설, 헬스케어, 포장 및 장난감, 스포츠, 레저와 같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일상 제품을 위한 스티레닉 앱을 제공한다. 2018 년 매출은 54 억 유로이며 이네오스스티롤루션은 10 개국 

20 개 생산기지에서 3 천 5 백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http://www.ineos-styrolution.com/


듀이 탄 플라스틱 

듀이 탄 플라스틱은 1987 년에 소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설립됐다. 듀이 탄의 목표는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기업에는 최선의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계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업계에서 쌓은 32 년 이상의 경험 덕분에 베트남, 국제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상과 증서를 획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 http://www.duytan.com 

볼트론 

볼트론은 R3 의 블록 체인 플랫폼인 코다(Corda)에서 신용장을 작성, 교환, 승인 및 발행하는 블록 체인 

기반의 개방형 산업 플랫폼으로, 방콕 은행, BNP 파리 바, CTBC, HSBC, ING, Natwest, SEB,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포함한 8 개 창립 회원 은행이 Bain, CryptoBLK 및 R3 과 협력하여 만들었다. 볼트론은 신용장 

단순화, 결제 시간 단축, 불일치 즉각적인 해결, 제재 스크리닝 간소화를 통해 무역 금융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볼트론에 동참할 은행, 기술 파트너 및 기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개인금융, 커머셜 뱅킹, 글로벌 뱅킹 및 마켓,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의 4 개 사업군을 운영하며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6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 년 3 월 31 

일 기준으로 HSBC 그룹의 자산은 2 조 6 천 5 백 9 십억 달러로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http://www.duyt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