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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 양곤주 공단 재정비 계획
6월 29일, 양곤 주지사 U Phyo Min Thein은 양곤 주정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양곤 지역 공단 29개에 대한 재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힘. 현재 양곤에는 29개의 공단
및 일본과 미얀마가 공동 운영중인 띨라와 경제특구가 있음. 양곤시는 산업단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괄경영부서, 환경보호부서,
산업 검사부서, 노동부서가 위원회에 추가될 것임.

출처 : Eleven

2. 2020년 전력 수요 충족 위한 전력 구매 입찰 예정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산하 미얀마 전력공사
(Electric Power Generation Enterprise)는 내년 여름 전력 공급을 위해 5개의 전력
구매 입찰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함. Kyaukphyu, Thanlyin, Thaketa 등 3개 LNG 가스
플랜트에서 900MW 구매할 것이며, Kyun Chaung, Alone에서 140 MW를 구매할
계획임.
출처 : Myanmar Times

3. MIC, 중국 소농장 사업 투자 승인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중국 Kangrui Agriculture & Livestock Development사에
미얀마 소농장 사업 투자를 승인함. Kangrui Agriculture Livestock Development사는
Shanghai Penghe Supply Chain Management시와 Dehong Penghe Agriculture
Development시가 공동 소유하고 있음. 미얀마 상무부는 2017년 10월 소, 물소
수출을 허가한 후 261개의 기업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중 94개의 기업이
승인을 받았음. 미얀마는 소, 물소를 주로 무세 국경 무역지대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십만 마리의 소, 물소를 수출하였음.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외국 축산기업인 CP Livestock사의 외국인 투자 3건을 승인
하였으며, 총 투자 규모는 7,800만 달러임.
출처 : Myanmar Times

4. MIC, 12건의 내외국인 투자 승인
7월 2일,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12건의 내외국인 투자를 승인하였음. 이번에
승인된 투자 규모는 174백만 달러, 620억 짜트임. 농업, 축산, 제조업, 교육, 교통
통신 분야 투자가 포함되며, 2,909건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미얀마 투자
진흥계획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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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출처 : Eleven

5. Mottama Development사 부동산 갤러리 개설
미얀마 부동산 기업인 Mottama Development사는 부동산 갤러리(Property Gallery)를
Maha Land Centre에 오픈하였음. 철골조 빌딩 중 가장 높은 건물로 2020년 말에
완공 예정인 M Tower 등이 전시되어있음. Aung Mingalar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에 건설 중인 Terminal M Mall, 국제 수준으로 건설 중인 수족관(Myanmar
Aquarium)을 깐도지 공원에 5에이커 규모로 2020년에 완공 예정임. 또한 양곤
강이 보이는 Harbour Trade Tower과 HL Tower도 전시되어 있음.

출처 : Global Newlight of Myanmar

6. Fujita, 몽유와에 전력 및 비료 생산을 위한 조사 실시
몽유와(Monywa)시 도시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의 Fujita사는 폐기물에서 전력
및 비료 생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몽유와시는 매일 168톤의 폐기물
이 발생하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과 농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임.
출처 : Eleven

7. 보건체육부, Access to Health와 MOU 체결
미얀마 보건체육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는 Access to Health Fund과 보건
분야 발전 지원금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음. Access to Health Fund는
2019-2023 회계연도 5년 동안 8개의 지역 144개 타운십에서 보건 분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출처 : Eleven

8. 미얀마 봉제 수출 증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9개월간 봉제 수출이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2018-2019 회계
연도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260백만 달러, 축산물은 190백만 달러, 수산물은
42백만 달러 증가하였음. 미얀마 총 교역량은 311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이 153억
달러, 수입은 158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 Eleven

정치·사회 동향
1. 이민·인적자원부 개설
6월 27일,

미얀마 대통령실(President

Office)은 이민·인적자원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Human Resources)를 새로 개설. 양곤 이민·인적자원부 주장관으로
Daw Moe Moe Su Kyi를 임명하였으며, 타 지역의 이민·인적자원부 장관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출처 : Eleven

2. 미얀마-중국 문화협회 개소식
6월 28일, 미얀마-중국 문화협회(MCCA: Myanmar-China Culture Association)
개소식이 개최되었음. MCCA 회장인 U Tin Hlaing, 대미얀마 중국 대사
Mr. Cheng Rong 가 참석하였음. MCCA는 작년 12월에 공식 개설되었으며,
문화교류와 전시회 등을 진행하였음.
출처 : Global Newlight of Myanmar

3.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 발생
양곤시 몇 개의 지역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7월 1일에
Pazuntaung, Thaketa 타운십, 2일에 North Dagon, Mingalardon 타운십, 3일에
South Oakalapa 타운십 등 23개 타운십에서 시위가 있었음.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
면 전기 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며, 이를 갑작스럽게 인상한 것을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함.
출처 : Eleven

숫자로 보는 미얀마
미얀마 연도별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 백만)
연도

수출

수입

합계

2012-13

8,977.015

9,068.914

18,045.929

2013-14

11,203.957

13,759.507

24,963.464

2014-15

12,523.717

16,633.146

29,156.863

2015-16

11,136.878

16,577.948

27,714.826

2016-17

11,998.544

17,211.062

29,209.606

2017-18

14,850.664

18,686.952

33,537.616

2018(4월~9월)

8,821.253

9,858.037

18,679.290

2018-19(4월까지)

9,812.118

10,479.453

20,291.571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공지사항
<전시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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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yanmar FoodBev
기간 : 2019. 8. 15 - 17
장소 : Tatmadaw Hall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s://10times.com/myanmar-international-food-beverage

현지 환율 정보 : 1 US$ / 1,506.6Kyat, 1 Euro / 1,699.7K4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3,572.5-4,077.5Kyats/gallon, Petrol 4,067.5-4,212.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