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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 미얀마 타임즈, 올해 유망 경제 분야 5개 선정
미얀마 현지 언론사인 미얀마 타임즈는 2020년 미얀마 경제 5개의 유망 분야를 선정
하였음.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미얀마 경제
성장률은 7.1%로 전년 6.8%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투자청(DICA)
국장 U Thant Sin Lwin은 2018-2019 회계연도 외국인 투자 규모는 41억 달러로 예
상치인 58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9-2020 회계연도에는 외국인 투자 규모
예상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미얀마는 2020년 11월 총선을 실시할 계획
이며, 투자자들이 총선결과를 지켜보며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미얀마 타임즈가
선정한 경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5개 분야는
☞ 관광- 미얀마 정부가 3년간 시범 기간으로 체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관광객에 대한 도착 비자 허용. 문화 유적지인 바간(Bagan)와 캄보디아
간 직항 운항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
☞ 부동산 - 2018년에 콘도미니엄법 제정, 2019년 초에 콘도 등록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콘도미니엄을 중심으로 발전 전망
☞ 보험 - 미얀마로 진출한 외국계 보험 회사들은 2020년에 보다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소개할 계획이며, 미얀마 보험 가입률이 1%에 불과해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보임.
☞ 디지털 결제 - 미얀마 디지털 결제 부문은 2020년에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음. 중앙은행은 올해 QR 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결제가 가능한 MMQR를
출범 시킬 계획임.
☞ 주식시장 - 양곤주식시장(YSX)에 상장기업 추가 및 외국인의 주식 거래 허용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출처 : Myanmar Times

2. 미얀마 짜트화 강세 지속
미얀마 짜트화 강세가 2달째 지속되고 있으며, 10월말에 1,532짜트에서 12월말에
1,479짜트로 하락함. 상공회의소(UMFCCI) 부회장 U Maung Maung Lay는 외국인
투자 및 수입량 감소, 현지 시장에서 외화 사용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짜트
화 가치 상승의 원인으로 꼽힘. 중앙은행은 12월 30일에 3백만 달러를 매입한 바
있으며, 기업가들은 연말에 환율 변동이 심하다고 함.

출처 : Myanmar Times

3. 수입 물량 통제법 국회 승인
미얀마 국회는 12월 24일 수입 물량 증가를 통제하는 법을 승인하였음. 법에 따르면
수입물량 통제를 위해 상무부 장관이 주도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임. 법 제정으로 인해
수입 제품과 경쟁이 되는 국내 제조업체의 보호를 목표로 함. 미얀마 산업협회
(Myanmar Industrial Association) 회장 U Aung Thein는 통제되지 않은 수입품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함.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교역 규모는 350억 달러로 수출이 169억 달러, 수입이
180억 달러로 정부의 무역적자 전망치 5억 달러를 초과하였음.
출처 : Myanmar Times

4. IMF, 미얀마 경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나 리스크는 존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얀마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
두고 국내시장 약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함. IMF는 의류 및 가스 수출로 2017-2018
회계연도 6.4% 대비 다소 증가한 2018-2019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함.
2020년 대선거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며 재정적자도 2017-2018
회계연도 3%에서 2018-2019 회계연도 3.5%로 소폭 확대되었음. 물가상승률이
6~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 부동산 시장 둔화, 투자 감
소 등을 반영해 내수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고 전망함.
출처 : Myanmar Times

5. 상무부, 수출입업자 정보 신규 및 재등록 요청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수출입업자 리스트에 신규로 등록되지 않
은 기업들을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함. 미얀마 회사법에 따르면 미얀마 투자청
(DICA)의 온라인 회사등록시스템(MyCo)에 신규 회사등록 및 회사정보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상무부도 수출입업자 정보도 업그레이드할 의무가 있음. 상무부 무역국
(Department of Trade)는

2020년 1월에 Tradenet 2.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며, 시스템은 DICA, 세관 등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임.
2019-2020 회계연도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억 1,000만 달러, 수출이 8억 달러
증가.
출처 : Myanmar Times

6. 일본 토지·인프라·교통·관광부 장관 미얀마 방문
일본 토지·인프라·교통·관광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장관 Mr.Akaba Kazuyoshi는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을 위해
일본-미얀마 정부간 7회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공항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함. 공항 건설을 위해 2018년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
간 의논하였음. Mr.Akaba Kazuyoshi의 미얀마 방문에 공항 및 항구 분야 협력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미얀마 교통통신부 장관 U Thant Sin
Maung는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 만달레이 부두 건설, 양곤-만달레이 철도 개선
사업, 양곤 순환 철도 개선 사업 등 교통 분야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출처 : Eleven

7. 미얀마 국내 유가 상승
미얀마 휘발유가격이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둘째 주에 이어 리터당
10~20짜트 상승. 1월 1일 기준, 디젤 1리터당 975짜트(1갤런=4,432짜트), 프리미엄
디젤 1리터에 985짜트(1갤런=4,477짜트) 임. 작년 1월~6월까지 리터당 160짜
트~255짜트로 18%~36%까지 상승하였으며, 5월~6월까지 11%~14%까지 하락한
후 6월~7월 중순까지 다시 상승하였음.
출처 : Eleven

8. 2019-2020 회계연도 하루 1만톤 쌀 수출
미얀마 미곡협회(Myanmar Rice Federation)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10월 1
일부터 작년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하루 1만 톤의 쌀을 수출하고 있음. 작년
회계연도에 쌀 수출의 55%는 국경을 통해 수출한 것이며, 45%는 해상무역을 통
해 수출한 것임. 총 수출의 39%는 아프리카 국가들, 31%는 중국 및 인근 국가들,
11%는 EU국가들로 수출.
출처 : Myanmar Times

정치·사회 동향

1. 새 1,000짜트 화폐 발행 계획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는 오는 4일부터 독립운동가 아웅산
장군의 그림이 새겨진 1,000짜리 지폐를 발행할 계획임. 지폐의 길이는 150mm,
폭은 70mm로 높은 지폐 보완 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었음. 1,000짜트 지폐를 새로
발행하더라도 현재 1,000짜트 지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숫자로 보는 미얀마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2019년 11월)
(단위 : USD 백만)
국별

건수

투자액

비중(%)

싱가포르

316

22,283.4

26.8

중국

415

20,902.2

25.2

태국

135

11,341.9

13.6

홍콩

231

9,134.2

11.0

영국

102

4,549.5

5.4

한국

179

3,975.8

4.8

베트남

25

2,165.2

2.6

말레이시아

69

1,965.0

2.3

네덜란드

24

1,560.8

1.8

일본

118

1,219.5

1.4

인도

33

771.4

0.9

기타

229

3032.3

4.2

합계

1,876

82,901.2

100

별도(SEZ)

114

1877.8

-

총합계

1,990

84,779.1

100

주 : 누적승인액 기준(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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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1.2Kyat, 1 Euro / 1,655.4K4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3,977.5-4,482.5Kyats/gallon, Petrol 4,337.5.5-4,482.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