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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 EU 미얀마에 대한 GSP 혜택 철회 검토 중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회장 U Zaw Min Win에 따르면 EU는 미얀마에 대한
GSP 혜택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함. 지난 주 부통령 U Myint Swe와 사업가들의
월례회에서 UMFCCI 회장 U Zaw Min Win이 EU 및 영국 대사들과 면담을 통해
미얀마 GSP 혜택 철회에 대한 검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힘. EU는
2018년에 라카인 지역 사태로 인해 GSP 철회 검토를 한 바 있음. 미얀마 수출 중
EU 국가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봉제 수출이 약 60%를 차지함.
출처 : Myanmar Times

2. 2019-2020 회계연도 부동산 및 전력 부문 투자 13억 달러 기록
미얀마 투자청(DICA)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10월~11월까지
부동산 및 전력 부문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음. 10월~11월까지 투자 건수 41건, 13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4억 6,500만 달러 증가. 이번에
승인된 전력

부문 투자에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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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CNTIC)와 홍콩의 VPower Group의 합작 투자인 양곤 지역 400MW
LNG 발전소 및 라카인 지역 150MW LNG 발전소 프로젝트도 포함. 또한 홍콩의
Goldman Fortune International의 Mindama Complex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
3억 5,000만 달러 포함.
출처 : Myanmar Times

3. EU, 섬유 및 봉제 분야 SMART 프로젝트 새로운 단계 소개
유럽연합(EU)의 SMART 섬유 및 봉제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를 소개하였음.
SMART 섬유 및 봉제 프로젝트는 인력지원,
직장 안전, 기술지원 등 봉제분야 발전
지원 내용임. SMART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봉제 분야 발전
및 Made In Myanmar 브랜드 구축, 홍보
전략을 주요 추진함. 양곤, 만달레이,
바고, 빠떼잉 등 지역에 있는 100개 이상의
섬유

및

봉제공장과

진행할

예정임.

2018-2019 회계연도에 미얀마 봉제 수출이
40억 달러로 전체 수출 품목 중 1위를
기록함.
출처 : Myanmar Times

4. 2019-2020 회계연도, 광물 수출량 증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10월~11월까지
미얀마 광물 수출량이 5억 7,4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억 6,150만 달러 증가함.
올해 7가지의 수출 분야 중 농산물, 수산물, 완제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나 축산물,
임산물 수출이 하락함. 미얀마 수출이 농산물 및 제조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CMP
방식으로 만든 의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함.
출처 : Global Newlight of Myanmar

5. 따닌다리 주정부 투자포럼 개최
따닌다리주정부(Tanintharyi Region Government)는 호텔, 관광, 농업, 축산업, 전력,
광업, 부동산 분야 투자를 촉진할 계획임.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지역 주정부와
함께 투자 포럼을 지역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에 따닌다리 지역 투자 포럼을
개최하였음. 따닌다리 주지사 U Myint Maung는 따닌다리 지역이 관광지가 많아 호
텔 및 관광 분야 투자 촉진을 언급하였음. 현재 따닌다리 지역에 30개의 호텔, 10개
의 개스트하우스, 90여개의 관광 회사가 운영 중.

출처 : Myanmar Times

6. MyCo, 회사 등록 시 수수료 온라인 납부 가능
미얀마 투자청(DICA)에 따르면 미얀마 온라인 회사등록(MyCo)에 회사 등록 시 수수
료를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함. 온라인 회사등록 시스템을 2018년 8월에 시작되어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 시켰음. 기업 등록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하기 쉬운 국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출처 : Myanmar Times

7. 2019-2020 회계연도 2달 동안 국경무역량 14억 달러 기록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10월~11월까지
국경무역량이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억 1,000만 달러 증가. 무세(Muse)
국경 무역지대 무역량이 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 8,000만 달러
증가. 미얀마는 무세(Muse), 꼬따웅(Kawthaung), 리드(Rhi), 마웅도(Maung Daw),
친쉐호(Chin shwehaw), 따칠레익( Tarchileik), 칸비케테(Kanpitetee) 등 지역을 통해 인근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음. 미얀마 상무부는 2019-2020 회계연도에 수출이 155억
달러, 수입이 17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음.
출처 : Eleven

8. 양곤주식시장 거래량 하락
양곤주식시장(YSX) 거래량이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억 짜트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11월에 9억 9,260만 짜트로 하락함. 양곤주식시장은 개장 이후
2017년 3월에 33억 짜트까지 거래하였으며, 그 이후로 30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
였으며, 올해 9월에 24억 짜트를 기록함. 현재 양곤주식시장에 First Myanmar
Investment, Myanmar Thilawa SEZ Holdings, Myanmar Citizens Bank, First
Private Bank, TMH 등 5개의 상장기업이 있음.
출처 : Eleven

정치·사회 동향
1. 올해 11월 미얀마로 방문한 외국인 수 전년 대비 증가
미얀마 노동이민주민부(Ministry of Labor, Immigration and Population)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가
143,3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이 증가함. 올해 11월 미얀마로 방문한 외국인
중 관광비자로 방문한 외국인 수는 70,197명, 비즈니스 비자로 방문한 외국인 수는
17,697명으로 집계됨. 만달레이 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관광비자로 37,736명,
비즈니스 비자로 4,595명이며, 네피도 국제공항을 통해 관광비자로 1,380명, 비즈니
스 비자로 344명을 기록함.
출처 : Eleven

2. 호텔관광부, 외국인 출입금지 추가 지역 공지
미얀마 호텔관광부(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는 외국인 관광객 출입금지 추가
지역을 공지함. 지난 11월에 샨(Shan)주 띠뻐(Hsi Paw) 지역 출입금지 지역으로
진입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뢰 폭발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정부가 출입금지 추가
지역을 공지한 것임. 출입금지 추가 지역으로는 라카인(Rakhine)주의 Mrauk-U,
Ponnagyun, Minbya, 까친(Kachin)주 Puta-o 타운십 근처 마을, 친(Chin)주 Paletwa,
사가잉(Sagaing),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지역의 일부 지역이며, 호텔관
광부 웹사이트 https://tourism.gov.mm/traveller-tips/ 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 Myanmar Times

숫자로 보는 미얀마
미얀마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USD 백만, %)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석유/가스

154

22,420.6

27.5

전력

21

21,178.1

26.7

제조업

1162

11,539.7

14.0

교통/통신

60

10,908.4

13.3

부동산 개발

58

5,741.9

6.7

호텔/관광업

82

3,118.9

3.8

광업

71

2,904.9

3.5

축산/어업

66

766.3

0.9

농업

34

414.0

0.5

산업단지 개발

7

320.1

0.4

건설

2

37.8

0.0

기타 서비스

129

2,815.4

3.4

합계

1,846

82,166.4

100

별도(SEZ)

114

1,875.5

-

총합계

1,960

84,041.9

100

자료원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공지사항
<전시회 정보>

1. Myanmar International Food & Drink Festival
기간

: 2020. 3. 6 - 8

장소

: Myanmar Expo,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s://10times.com/international-food-drink-carnival

2. Myanmar Maternity, Baby & Toys Expo
기간 : 2020. 3. 19 - 21
장소 : Tatmadaw Hall, Yangon, Myanmar
문의처 : https://10times.com/myanmar-maternity-baby-toys-expo

현지 환율 정보 : 1 US$ / 1,512.9Kyat, 1 Euro / 1,684.5K4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3,932.5-4,437.5Kyats/gallon, Petrol 4,247.5-4,392.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