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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합작 기업에게 지정 품목 수출 허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Notification 24/2019를 통해 외국인 합작
기업에게 지정한 품목 수출을 허가.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아서 국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외국 합작 기업이 수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음. 미얀마 수출품
품질 향상 및 국내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해당
품목에는 고기, 생선 등 육어류, 가공된 농작물, 제지 및 제지용 펄프, 종자, 가공
금속, 가공·완제품 과일, 목재가구 등이 포함. 수출 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품목

비고
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및 Fisheries Department의 추천으로

고기 및 생선
수출라이선스 신청할 수 있음.
- 모든 콩류, 옥수수, 깨는 가루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공,
또는 껍질을 까서 포장 후 미얀마 식약청(FDA)의 승인 조건을 포함한 해당
가공된 농작물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 쌀 또는 파쇄미곡 수출 시 해외에서 현지 은행으로 최초 투자금 최소
3백만 달러 송금 내역, 쌀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 미얀마 미곡협회 회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제지 및 제지용

수출라이선스 신청 필요 없는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나 다른 지정한 수출

펄프

절차가 필요함.

종자

종자법에 의해 Agriculture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해당 기관의 가공금속 거래 승인을 받아서 Mines Department의 승인을

가공금속
받은 후 수출 가능
가공·완제품
과일

식품법에 의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승인을

목재가구
받아 수출 가능

출처 : Myanmar Times

2. 주유 분야 외국인 투자 소수, Yangon Petrol 주유소 확장 계획
양곤주지사 U Phyo Min Thein는 지난주에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높은 수
요를 대비하기 위해 Yangon Petrol 주유소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는 외국
주유 기업관행이 국내 기업 문화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 주유소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주유 저장소 사업에만 투자를 선호한다고 밝힘. 현재 Yangon Petrol 주
유소를 양곤주정부 관리 하에 있으며, 양곤시에 Yangon Petrol 주유소는 Thaketa,
Dagon Seikkan, North Dagon 3곳에 있음. 2017년 4월에 미얀마 투자청(DICA)은 연
료 수입, 유통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해제한 바 있음. 현재 중국 CNPC사는
Shwe Taung사와 합작하여 SPC 이름으로 주유를 유통하고 있으며 소유 지분은
35%임. Yangon Petrol는 지난 주 SNS에서 Yangon Petrol 주유소 토지에 대한 시세
보다 10배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였던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음.

출처 : Myanmar Times, Frontier

3. 미얀마 원목 수출 재허가
Myanmar Timber Enterprise에 따르면 민간 부문 및 공기업이 소유한 농가에서
재배한 나무를 목재용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공지함. 미얀마 산림 제품 및 목재
상인 협회(Myanmar Forest Products and Timber Merchants Association) 부회장
U Thein Win는 원목 수출에 대한 규제 환화는 관련 분야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원목 수출을 지난 2014년 4월에 중단한 바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4. 미얀마 소액대출 이자율 인하
미얀마 소액대출감독위원회(Microfinance

Business

Supervisory

Committee)는

Notification 1/2019를 통해 소액 금융 대출 이자율 인하를 발표하였음. 소액대출
이자율은 100 짜트당 월 2.3짜트, 연최고 28% 이하로 지정하였으며, 전에는 100짜
트당 이자율 2.5짜트 연최고 30%로 연간 이자율이 2% 감소. 강제저축금
(Compulsory Saving) 이자율은 100짜트당 1.2짜트, 연최저 14% 이상으로 변경. 일
반 저축금(Voluntary Saving)은 100짜트당 0.8짜트, 연최저 10% 이상으로 변동이
없음. 공지는 2019년 6월 1일부로 적용됨.
출처 : Eleven

5. KBZ 태국 유류 업체와 협업
태국 유류 유통업체 PTT Oil and Retail Business Public사는 미얀마 KBZ Group
계열사인 Brighter Energy Company 및 Brighter Energy Retail Company사와 미얀마
유류 저장소 시공 및 유통에 대한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번에 체결된 업무
계약에는 연료조달, 항만관리, 유류저장소, LPG저장소 개발이 포함됨. 유류 저장소가
완공 후 석유 100만 배럴, LPG 4,500톤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으며, 미얀마 최대 규모
유류 저장소가 될 것임. PTT와 KBZ Group는 Nilar Yoma 주유소를 개선하여 양곤
및 만달레이 지역에 10개의 주유소, 2030년까지 미얀마 전역에 70곳까지 확장
할 계획임. PTT 주유소에 Café Amazon, Mini Mart, Auto Service Center, 환전소
등 휴게소들 입점 계획.
출처 : Eleven

6. 중앙은행, QR Code 결제 시스템 올해 가능 예정
Union Pay International사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이 QR Code 결제를 위해
MMQR 기준을 개설 중에 있으며, 완성될 시 QR Code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UnionPay’s Guide to Making Life Easier‘ 라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음. Union
Pay International사의 General Manager Mr.Vincent Ling이 미얀마에 현금 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밝힘. UPI는 중국 국영 독점 신용카드사이며,
동남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음.
출처 : Myanmar Time

7. 띨라와 SEZ, 2개 부두 개막식 개최
일본 Kamigumi는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 25 및 26 구역에 다목적 국제 부두
개막식을 개최하였음. 부두는 투자금액은 2억 달러, 규모는 400미터 길이(1,312 피트),
넓이는 40 미터(131 피트) 임. 철 재킷(steel jacket-type) 주교 1개, 접근교 3개,
Quay crane 2개, RTG(Rubber Tired Gantry) 6개,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s) 3개,
트레일러 6대, 섀시(Chassis) 6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미얀마 항만청(Myanmar
Port Authority)에 따르면 27번 구역에 건설 중인 터미널은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라고 함.
출처 : Myanmar Business Today

8. Myanmar National Real Estate Awards 수상식 개최 예정
미얀마 대규모 부동산 기업인 Shweproperty.com가 주최한 Myanmar National
Real Estate Awards 수상식을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임. Shwe Property 대표 U
Kaung Thu Win에 따르면 미얀마 부동산 분야 국내외 기업들에게 상이 수여될 것
이며, 지원서를 5월말부터 접수 중이라고 함. 시상식에는 23개 분야에서 53개의
상을 수여할 것임.
출처 : Myanmar Times

9. 수산물 수출 증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10월~5월 까지 수산물 수출량은 5억 6,43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50만 달러
증가. 미얀마 수산물 중 생선, 새우, 꽃게를 EU,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으로 수출 중. Myanmar Fishery Federation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48만 에이커의 어류 사육 농장이 있으며, 2017-2018 회계연도에 수산물 7억
1,7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였음.
출처 : Global Newlight of Myanmar

10. 미얀마 중국으로 쌀 수출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미얀마 5억 달러 규모의 미얀마
쌀을 중국으로 수출 계획임. 미얀마에서 쌀을 수출하여 중국의 농기계를 수입해야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음. 미얀마 미곡협회(Myanmar Rice Federation)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10월~5월까지 미얀마에서 벨기에로 파쇄미곡(Broken Rice)
140,000톤을 수출하였음. 이번 회계연도에 미얀마는 74백만 달러, 270,000톤의
파쇄미곡을 수출하였음.
출처 : Eleven

정치·사회 동향

1. 양곤 국제 공항, 이용 승객 증가
양곤 국제공항이 2019년 1월~4월까지 232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함. YACL(Yangon Aerodrome Co.,Ltd)에 따르면 양곤 공항 이용 승객
수는 2017년에 592만 명, 2018년에 603만 명으로 2019년에 증가 전망. YACL는
2015년 10월에 미얀마 민간항공부와 교통통신부의 민관협력으로 공항 운영에 대해
30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숫자로 보는 미얀마
한국의 對미얀마 10대 수입품목
(단위 : USD 천, %)
2019년 (4월)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8.4

170,794

16.9

-789

1

44

섬유제품

-4.6

127,042

18.4

-108,889

2

01

농산물

4.6

12,568

-1.6

-8,986

3

52

기타 생활용품

-10.6

9,302

6.5

-4,909

4

62

비철금속제품

95.3

6,324

24.2

1,651

5

51

생활용품

-63.8

5,713

49.3

-3,727

6

03

임산물

-20.1

3,411

22.7

-3,388

7

04

수산물

39.1

2,230

6.5

-1,868

8

83

전자부품

-0.4

1,931

507.1

1,360

9

25

제지원료및종이제품

-7.4

928

53.1

2,776

10

61

철강제품

-5.3

287

63.7

4,239

자료원 : 무역협회 K-Stat, 품목코드는 MTI 2단위 기준
주 : 순위는 2019년 4월 기준

공지사항
<전시회 정보>

1. Complast Myanmar
기간 : 2019. 6. 14 - 16
장소 : Tatmadaw Exhibition,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s://10times.com/complast-yangon

현지 환율 정보 : 1 US$ / 1,528Kyat, 1 Euro / 1,725K4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3,775-4,190Kyats/gallon, Petrol 4,180-4,32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