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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 투자진흥위원회(IPC) 구성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Union Minister U Thaung Tun에 따르면 미얀마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 투자진흥플랜(MIPP, Myanmar Investment Promotion Plan)을 실행하기
위해 투자진흥위원회(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를 구성하였음. 지난 26일
네피도에 MIPP 소개 및 산업 부문 투자 진흥 행사를 개최하였음.
▶ 미얀마 투자진흥플랜에 2016-2017 회계연도에서 2020-2021 회계연도까지 매년
58억 달러, 2021-2022 회계연도에서 2025-2026 회계연도까지 매년 85억 달러,
2026-2027 회계연도에서 2030-2031 회계연도까지 매년 123억 달러, 2031-2032
회계연도에서 2035-2036 회계연도까지 매년 176억 달러 외국인 투자 목표.
▶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문 투자 촉진, 산업 발전 관련 정책, 국내 및 외국 산업
부문 투자자들 간 협력, 지정한 지역 내 산업 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을 목표.

출처 : Eleven

2. 미얀마 전기요금 인상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는 2019년 7월 1일부로
미얀마 전기 요금 인상을 공지함. 기존 요금은 일반 가정용 1~100유닛에 35짜트,
상업·산업용의 경우 1~500유닛에 75짜트 였으며, 인상된 요금은 일반 가정용은 1~100유
닛에 90짜트, 상업·산업용은 1~500유닛에 125짜트 임.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에 따르면 전력공급을 위해 2017-2018 회계연도에 정부는
5,070억 짜트, 2018-2019 회계연도에 6,030억 짜트의 손실을 입었음. 미얀마 전력
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에 따르면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발전소에서 1 Unit당 89짜트로,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1 Unit당 178짜트의
비용을 투입.

출처 : Myanmar Times

3. 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산업단지 개발 계획
일본 JFE Engineering사와 현지 Dagon International사가 국내에 농산물을 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MoU를 체결. Dagon International사
CEO U Thurain Aung는 산업단지를 East Dagon 타운십에 위치한 500 에이커 규모
토지에 개발할 것이며, 우선 투자 규모를 1억 5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출처 : Irrawaddy

4. 띨라와 경제특구, 투자 기업 중 60%는 국내 시장 목표
Thilawa SEZ Holding사에 따르면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 입주 기업들 중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제조업은 60%,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 기업은 40%
임. 띨라와 경제특구에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기업(생산품의 75% 이상을 수출)
이 Free Zone, 국내 시장을 목적으로 한 기업은 Promotion Zone로 구분. 토지 임
대 기간은 최대 75년도 동일하며, 세금 면제는 Free Zone이 7년, Promotion Zone
이 5년 임. 현재 까지 띨라와 경제특구 입주 기업은 19개국에서 108개임.
출처 : Eleven

5. AMCHAM,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
미얀마 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대표단이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였음. 미얀마 중앙은행(CBM) Deputy Governor
U Soe Thein,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puty Union Minister Dr.Ye Myint Swe,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Deputy Minister U Aung Htoo 등이 포함됨. 면담에서
AMCHAM Myanmar는 일상적인 거래를 보다 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절차를 간
소화하고 명확한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 또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업 및 취업 비자를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비자 센터 설립에 대한 의논하였음.
출처 : Myanmar Times

6. Digital Economy Association 구성 계획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와 상공회의소(UMFCCI)이 Digital Economy
Association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함.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관리하기 위해 목적이라고 함. 온라인 쇼핑이 유행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법이
없어 문제가 발생 시 관리하기가 어려워하고 있어서 온라인 숍들을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임.
출처 : Myanmar Business Today

7. 미얀마 저개발 지역 외국인 투자 증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통계에 따르면 까친(Kachin), 꺼야(Kayah), 꺼인(Kayin),
친(Chin) 지역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였음. 까친, 꺼인 지역에 제조업 투자, 꺼야,
친 지역에는 관광분야 투자 총 5개가 이루어졌음.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지역의 발전
수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동 지역은 7년의 세금 혜택 받은 지역임.
미얀마 정부는 투자 증가를 위해 미얀마투자진흥플랜(Myanmar Investment
Promotion Plan) 2016-2017 회계연도~2035-2036 회계연도 까지 계획을 세웠으며,
일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 현재 171위에서 40위로 상승을 목적.
출처 : Myanmar Business Today

정치·사회 동향

1. 상하이-양곤, 샤먼-양곤 운행 시작
중국 China Eastern Airline이 상하이-양곤 운행을 시작함. 상하이-양곤 운행을
Airbus 320로 주 3회 운행 계획임. 운행 기간은 4시간 50분 걸릴 것이며, 연간
360,000 승객을 예상함. 또한 중국 샤먼항공사(Xiamen Airlines)가 양곤-샤먼 직항
운행을 시작하여 화요일, 토요일 주 2회로 운항할 계획임. 미얀마 정부의 일본, 한국,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 후 중국 관광객이 늘어났으며, 양국 간
항공편도 늘어났음.
출처 : Global Newlight of Myanmar

2. MNA, 양곤-마궤이 운항 재개
미얀마 국영 항공사(Myanmar National Airlines)이 양곤-마궤이 운행을 재개함.
양곤-마궤이 운항을 화요일, 토요일 주 2회로 운항할 것이며, 비행기표 가격은 6만
짜트로 추후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2001년에 마궤이 운항을 하였으나 2006년에
일시 중단하였음. 마궤이 주지사 Dr. Aung Moe Nyo는 마궤이 지역이 태양열
프로제트, 농산물 투자 등 투자 기회가 있으나 양곤에서 차로 7시간 정도 걸리며,
운항 재개함에 따라 마궤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 7Day Daily

3. 미얀마, 현재 까지 55개국 도착 비자 허용
미얀마 노동이민주민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에 따르
면 미얀마는 총 55개국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에 도착비자를 허용한 후 3년만에
약 4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출처 : Eleven

4. 라카인 및 친 지역 일부 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단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는 라카인(Rakhine)
및 친(Chin) 지역 9개의 타운십에 일시적으로 인터넷 차단을 통신사들에 지시하였음.
이양희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는 분쟁
지역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감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
출처 : Myanmar Times

숫자로 보는 미얀마
對미얀마 10대 수입품목
(단위 : US$ 천, %)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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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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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231,882

-1.6

197,395

11.6

34,487

1

44

섬유제품

26,111

3.7

143,576

11.7

-117,465

2

01

농산물

4,405

14.2

15,219

-3.5

-10,814

3

52

기타 생활용품

5,584

-11.3

11,869

8.6

-6,285

4

62

비철금속제품

9,323

50.6

8,059

18.8

1,264

5

51

생활용품

2,547

-62.1

6,800

42.6

-4,253

6

03

임산물

26

-12.8

3,763

5.1

-3,737

7

04

수산물

432

30.9

2,959

8.1

-2,527

8

83

전자부품

3,978

5.9

2,225

483.5

1,753

9

25

제지원료및종이제품

4,740

-8.6

1,100

61.9

3,640

10

81

산업용전자제품

2,370

-30.5

568

73.2

1,802

자료원 : 무역협회 K-Stat, 품목코드는 MTI 2단위 기준
주 : 순위는 2019년 5월 기준

공지사항
<전시회 정보>

1. International Education Fair Myanmar
기간 : 2019. 6. 28 - 30
장소 : Tatmadaw,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s://www.miecf.net/

2. Builders Myanmar 2019
기간 : 2019. 8. 1 - 3
장소 : Novotel Yangon Max,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www.buildmyanmar.com/

현지 환율 정보 : 1 US$ / 1,517.5Kyat, 1 Euro / 1,725.2K4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3,550-4,077.5Kyats/gallon, Petrol 4,067.5-4,112.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