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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 2018년 IMF 연례협의 조사단 기자회견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Mr. Shanaka Jayanath Peiris를 대표로
하는 IMF 조사단이 2018년도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Ⅳ Consultation) 작성을 위해 11
월 28일~12월 13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하였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경제 전
망에 대해 발표함.
◦ 2016-2017 회계연도에 경제성장률이 5.9%에 그쳤으나 2017-2018 회계연도에 수출
증가 및 농업분야 발전으로 인해 6.8%로 반등함. 그러나 2018-2019 회계연도에 다시
경제성장률이 6.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중장기적인 전망으로는 경제성장률이 7%를 유지할 수 있으나 라카인 사태로 인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의 성공적인 이행이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를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재정적자는 2017-2018 회계연도 GDP대비 2.7%를 기록하였으며, 2017-2018 회계연
도에 평균 4%에 그쳤던 인플레이션은 2018-2019년에는 유가 상승 및 짜트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상승할 것임.

☞ 연례협의는 IMF협정문 4조에 의거하여 모든 IMF 회원국에 대해 IMF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절차를 말하며, 통상 1년에 한 번씩 실시함. IMF협의단이 회원국을 방문
하여 정부 부처, 중앙은행은 물론 연구기관, 학계, 민간기관 등과 회원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경제정책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평가하여 1년에 2번씩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형태로 발표한다.
출처 : Daily Eleven

2. 세계은행, 미얀마 경제 성장 부정적
세계은행(World Bank)가 이번 달 13일에 Sule Shangrila Hotel에 개최한 Myanmar
Economic Monitor 보고회를 통해 미얀마 경제성장률이 2017-2018 회계연도 6.8%에서
2018-2019 회계연도에는 6.2%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힘.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내년도에는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미얀마 경제성장률 둔화의 첫 번째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 두 번째로는 라카인 지역 사태로 꼽힘. 라카인 사태로 인해 특히 관광분야의
타격이 크며, 관광객 수는 작년 7.1%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0.7% 감소하였음.
◦ 세계은행 경제학자 Hans Anand Beck은 올해 미얀마 통화가치가 18% 하락하여
환율이 1,550짜트 안팎으로 유지되었으며 내년에도 환율 변동이 심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유가 상승, 생산비용 증가, 짜트화 하락 등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 성장률이 2017-2018 회계연도 9.4%에서 2018-2019 회계연도에는 8.2%로 하락할
것으로 발표.
◦ 통신 분야, 도소매업 분야 발전이 빠른 편이나 교통 분야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며,
서비스 분야 성장률이 2017-2018 회계연도 8.3%에서 2018-2019 회계연도에는 7.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계획 발표, 도소매업 분야 외국인 영업 허가, 회사법 개정,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에는 경제성장률이 6.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출처 : Daily Eleven

3. EuroCham 설문조사 대부분 부정적 응답
미얀마 유럽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Myanmar)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미얀마 경제 환경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1%는
경제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이는 2017년 76%, 2016년 67% 대비 증가
한 수치임. 작년 대비 경제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 수는 2017년(30%), 2016년
(18%)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45%에 달함. 또한 응답자의 37%만이 수익이 났다고
답하여 2017년(41%), 2016년(50%) 대비 감소하였음. 또한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계
기업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으나, 실제로 아직 허가해 주지 않는
등 미얀마 경제 환경이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답함.

☞ EuroCham의 Deputy Director Marc de la Fouchardiere는 유럽 투자자들은 의약품,
음료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함. EuroCham의 자문 Nishant
Choudhary는 미얀마 회사법 개정 및 금융 분야 개방이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려면 사업 환경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출처 : Myanmar Times

4. UMFCCI, EU의 GSP 유지를 요청하는 성명 발송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Confederation of Trade Union(CTUM) 및 Myanmar
Industries, Craft and Services는 회의를 개최하여 EU의 GSP 제도를 계속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보냄. 미얀마 노동조합회장 U Maung Maung는 EU는 미얀마에
대해 GSP 재적용 후 2013년부터 성장하고 있는 미얀마 봉제 산업 분야의 경우 EU의
GSP 철회 시 약 4십만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힘. UMFCCI 회장 U Zaw Min
Win는 이번 회의에서 EU의 GSP 철회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서명을 수
집하여 요청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힘.

출처 : Myanmar Times

5. 농업축산관개부, 웹사이트 개설
12월 17일,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는
미얀마 농산물 수출 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Myanmar Seed Portal
웹사이트를 개설. 웹사이트를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Wagenin University가
기술 지원으로 개설한 것임. 웹사이트에는 종자 품질, 법률정보, 농업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소는 http://www.myanmarseedportal.gov.mm/ 임.
출처 : Myanmar Times

6. Myanmar-India Manipur 투자포럼 및 전시회 개최
미얀마-인도 비즈니스 매칭, 투자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지난 19일에 만달레이 상공
회의소에서 개최하였음. MRCCI 회장 U Kyaw Min는 이번 전시회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가를 전망한다고 함. 미얀마-인도 교역량은 2018년 9월 기준
8.431 백만 달러를 이루어졌으며, 주요 수출품은 콩, 두류, 합판, 광물 등임. 인도는
미얀마 투자국 중 11위임.

출처 : Mizzima

7. 태국 오솟스파 미얀마 합작 음료 공장 설립
태국 식품 업체인 오솟스파(Osotspa)사는 미얀마 Loi Hein사와 합작으로 음료 공장
을 띨라와 경제 특구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띨라와 경제 특구의 132,800 제
곱미터 부지에 건설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73백만 달러로 지분은 Osotspa가
85%, Loi Hein이 15% 임. Osotspa는 M-150를 미얀마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음료 공장을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밝힘.
출처 : 7Day Daily

8. 띨라와 경제 특구 항구 내년부터 운영
띨라와 경제 특구(Thilawa SEZ)에 건설한 新부두가 내년 4월에 화물 취급할 계획
임. 일본 ODA 2억 달러로 건설한 부두는 이번 달 14일에 건설을 완공하였음. 미얀마
항만공사(Myanmar Port Authority)는 2개의 부두, 선착장, 화물 취급 기구를 건설.
부두 건설을 위해 2015년에 입찰을 공개해 건설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Toyo
Construction, JFE Engineering사와 미얀마 항만공사가 공동 개발하였음.
출처 : Eleven

9. 4월~11월 쌀 수출 4억 달러 기록
12월 16일,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올해 4월~11월까지
쌀 수출량은 4억 9,557만 달러, 1450728.850톤을 기록. 해상무역에서 2억 2507만 달러,
국경 무역을 통해 2억 7050만 달러임. 미얀마는 쌀을 EU 및 아프리카 지역에 해상무역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는 무세 국경무역지대를 통해 수출함. 2017-2018 회계
연도에 국경을 통한 쌀 수출량이 전체의 48%를 차지. 미얀마 미곡협회(Myanmar Rice
Federation)에 따르면 EU는 미얀마 쌀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함.
출처 : Eleven

10. 2018-2019 회계연도 2달 간 수산물 수출 증가
미얀마 생선협회(Myanmar Fish Federation)에 따르면 올해 8월~12월 초까지 수산물
수출이 1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300만 달러 증가. 2017년
10월~12월까지 수산물 수출이 1억 5,000만 달러임. 연도별 수산물 수출은 2014-2015
회계연도에 482백만 달러, 2015-2016 회계연도에 5억 2백만 달러, 2016-2017 회계
연도에 6억 5,200만 달러, 2017-2018 회계연도에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미얀마 수산물 중 생선, 새우, 게를 태국, 중국, 사우디, 일본 등 40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출처 : Daily Eleven

11. 양곤-삐 구간 철도 개선 사업 입찰 공개 예정
미얀마 철도공사는 양곤-삐(Yangon-Pyi) 구간 철도 개선 사업을 위해 입찰을 공개할
예정임. 프로젝트 규모는 2억 달러로 개선 작업을 2020~2021년도에 시작할 계획이며,
기간은 3년으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12. 미얀마 뱀 해독제 생산 증진 시킬 계획
미얀마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에 따르면 국내외 수요에 따라 뱀 해독제를 연간
20만~30만 앰플 가량 생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2019 회계연도에는 해
독제 5,000병을 수출 계획이라고 함. 인세인(Insein) 제약 공장은 2016년 전까지 해독제
생산이 기술 및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10만
앰플을 생산할 수 있었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부터 2014-2015
회계연도 까지 해독제 171,500앰플 생산을 위해 1,500마리의 말을 도축함. 또한
실내 온도에 저장할 수 있는 해독제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출처 : Eleven

정치·사회 동향
1. 카친 주 다리 붕괴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주 에야와디 강을
잇는 교량이 트럭 과적으로 붕괴되었다고
함. 다리는 Sadung 폭포 근처에 위치함.
광물을 실은 중국의 화물차가 지나던 순
간에 무너졌으며, 중국과 국경무역 지대
까지 연결되어 있음. 이 다리는 2012년에
카친 무장단체들에 의해 붕괴된 바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2. 11월, 4만 여건의 일자리 창출
12월 16일, 미얀마 노동이민주민부(Ministry of Labor, Immigration and Population)에
따르면 올해 11월에 약 40,000건의 내외국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함. 미얀마 노동이
민주민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에 국내 일자리는 19,304건을 창출되었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 수는 24,987명을
기록하였음. 노동자는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UAE, 한국, 싱가포르, 일보니, 카타르,
마카오 등으로 파견되고 있음.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미얀마 송금액 증가율은
2016-2017 회계연도에 0.81%, 2017-2018 회계연도에 0.06%를 기록함.
출처 : Eleven

숫자로 보는 미얀마

한국의 對미얀마 10대 수출품목
(단위: US$ 천, %)
2018년 (11월)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490,925

-6.4

496,832

17.3

-5,907

1

43

직물

82,677

12.1

360

31.6

82,317

2

72

산업기계

54,120

-8.8

2,202

-71.0

51,918

3

74

수송기계

49,758

-24.0

532

92.6

49,226

4

44

섬유제품

49,435

14.8

389,727

20.7

-340,292

5

22

정밀화학제품

31,653

-10.7

8

-61.0

31,645

6

31

플라스틱제품

27,072

-4.2

153

4.4

26,919

7

84

전기기기

25,879

-15.7

9

-81.2

25,870

8

21

석유화학제품

14,916

42.6

0

-99.1

14,916

9

62

비철금속제품

14,829

35.3

13,706

37.7

1,123

10

23

비료

14,760

221.0

0

0.0

14,76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18년 11월 발표기준)
주 : 품목코드는 MTI 2단위 기준

공지사항
<전시회 정보>

1. Pure Gold Myanmar-Upcycling and Design Exhibition
기간 : 2018. 12. 15 - 2019. 1. 4
장소 : Secretariat Office,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s://10times.com/pure-gold-myanmar

2. Electric Power Exhibition & Conference(Myanmar Power Summit)
기간 : 2019. 1. 17 - 18
장소 : Sule Shangri-La,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s://10times.com/electric-power-yangon

현지 환율 정보 : 1 US$ / 1,570Kyat, 1 Euro / 1,786.4K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3,370-3,807.5Kyats/gallon, Petrol 4,112.5-4,257.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