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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 미얀마 노동단체들 최저임금위원회화 논의 후 제안 계획
미얀마 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와 논의한 후 제안할 계
획임. 미얀마 노동조합총연맹(CTUM,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Myanmar)는
양곤, 바고, 만달레이, 마그웨이, 사가잉, 샨, 꺼인 주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비용과
의료비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노동조합총연맹의 회원인 U Win Zaw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시간당 900짜트로 최저임금을 7,200짜트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5년 9월 1일에 최저임금을 시간강 450짜트, 하루 3,600짜트를 처음으로 지정하
였으며, 2018년 5월에 노동조합은 5,600짜트 제안하였으나, 4,800짜트로 지정하였음.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관계자, 근로자, 고용주 대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2년마다 최저임금을 지정해야 함.

출처 : Myanmar Times

2. DICA, 각종 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 위해 준비 중
미얀마 투자청(DICA)은 각종 서비스를 디지털화 하여 투자 절차 간소화 및 부정부
패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함. 2018년에 회사 온라인 등록시스템(MyCo)을 시작하여
회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투자청 국장 U Thant Sin Lwin이 온라인 회사
등록시스템으로 회사 등록이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나 취업허가 등에 관련
절차는 아직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함. 지난달에 회사 등록 시 납부한 수수료를
온라인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모든 절차가 온라인 시스템 되기 위해 세계은행 및 국
제금융공사 등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준비 중에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3. 2019-2020 회계연도 전력 공급량 55% 전망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 공급량이 2018-2019 회계연도 47.25%
에서 2019-2020 회계연도에 55.72%를 목표로 하고 있음. 전력에너지부에 따르면
3년 만에 전력 900MW 생산을 위해 23,270억 짜트를 투자했으며, 1,000MW는 추가로
생산할 계획임. 미얀마 전력 소비량은 매년 15~19%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까지 전국에 수력발전소 3곳, 화력발전소 6고, 태양광발전소 1곳 등 총 10곳을
건설하였음. 정부는 전력공급량을 2021-2022 회계연도에 55%, 2025-2026 회계연도에
75%, 2030년에 100%로 전망하고 있음.
출처 : Eleven

4. 미얀마, 외국인 투자 중 아세안 국가 투자 전체의 46% 차지
미얀마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에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국가
들로부터 잠재적 투자를 받았음. 50개 국가에서 12개의 분야에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으며, 1988년~2019년까지 투자규모는 830억 달러를 기록. 이중 아세안 국가에서
투자 규모는 38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46%를 차지함. 아세안 국가별 투자규모는
싱가포르 220억 달러, 태국 110억 달러, 베트남 20억 달러, 말레시아 20억 달러, 인
도네시아 2억 7,000만 달러, 필리핀 1억 5,000만 달러, 브루나이 1억 2,000만 달러,
캄보디아 2,400만 달러, 라오스 1백만 달러 각각임. 미국 및 EU 국가 투자는 경제개
방 이후 들어왔으며, 일본, 중국, 한국 투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임.
출처 : Eleven

5. 2019-2020 회계연도 무역적자 전년 대비 7억 달러 감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3개월 동안
무역적자는 1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억 달러 감소하였음. 현재
2019-2020 회계연도 10월~12월까지 수출액은 40억 9,700만 달러, 수입액은 42억
1,700만 달러 임. 상무부 장관 Dr Than Myint는 이번 회계연도 무역적자를 5억 달
러로 예상한다고 함.
출처 : Eleven

6. 농축산물 수출 증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10월~12월까지 농축산물 수출은 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7,000만 달러
증가. 미얀마는 농축산물, 수산물, 광물 등을 주요 수출하고 있음. 상무부는 국가수
출전략을 수립하여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GSP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하고 있음.
출처 : Eleven

7. AYA Bank, 태국 SCB와 국경 지역 양국 화폐 사용 업무 협력
현지 은행인 AYA Bank과 태국의 SCB(Siam Commercial Bank)이 국경 지역에 결제
및 송금서비스 업무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음. 지난 2019년 10월에 미얀마
중앙은행과 태국은행은 국경 지역에 짜트화-바트화 사용에 대해 협력한 바 있음.
현재 국경 지역에 짜트화 및 바트화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은행을 통해 처리되는
지급은 미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미얀마과 인접한 국가 중 태국은 2번째로 큰 교역
국가임. 미얀마-태국 국경에 따치라익, 먀와디, 꺼따웅, 메익, 티키, 머따웅 무역지대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2019 회계연도 교역 규모는 38억 달러임.
출처 : Myanmar Times

8. 미얀마 자동차 생산·조립 수량 증가
아세안 자동차 협회(ASEAN Automobile Feder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1월까지 미얀마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 판매량이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작년 11개월 동안 SKD 시스템으로 자동차 14,042대가
조립되었으며, 19,274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음. 현재 SKD 시스템으로 자동차 조립
공장이 18곳이 있으며, 신차 판매는 할부로 판매하는 것이 많음. 상무부가 공지한
2020년도 자동차 수입 규정에 따르면 좌측 운전석 차만 수입이 가능.
출처 : Myanmar Times

9. 도소매업 외국 기업 34개 등록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외국 도소매업 34개, 합작기업은 27개,
국내기업 11개가 등록되었다고 함. 2018년 5월에 국내 도소매업 분야에 외국인
단독 투자 허용을 공지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도소매업 등록 절차를 공지하였음.
외국기업 중 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독일, 말
레이시아, 한국 등이며, 외국기업 중 대부분은 도매업 분야가 많음. 외국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은 자본금, 높은 은행 이자율, 토지 임대비용 상승 등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분야발전위원회로 제출한 바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정치·사회 동향

1. Western Union, 먀와디 은행과 업무 협력 중단
세계 최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Western Union은 군부가 운영하는 먀와디
은행과 계약을 중단하기로 함. Burma Campaign UK는 Western Union은 카드 결제
공급 시스템을 현지 은행 10개와 계약하여 이 중 먀와디 은행과 에이전트 계약을
중단한 것임. 먀와디 은행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이익이 군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영국에 본부를 두고 미얀마 인권, 민주주의 회복을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인
Burma Campaign UK는 2018년 12월에 미얀마 군부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더티
리스트(Dirty List) 명단을 공개한 바 있음. 더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미얀마의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와 관련이 있으며, 이중 Western Union도 포함되었음.
Western Union은 먀와디 은행과 계약 중단으로 더티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함. Western Union은 AYA, FPB, GTB, MAB, MOB, UAB, Yoma Bank 등과 협력하고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2. 양곤시 국제 보석 전시회 개최 예정
양곤시 제 3차 국제 보석 전시회(Yangon International Gems and Jewellery Fair
2020)를 1월 10일~13일까지 롯데호텔에 개최할 계획임. 천연자원환경보전부 및
미얀마 보석사업가협회 지원으로 개최할 것이며, 45개국에서 약 1,000개의 기업가를
초대하여 128개의 부스로 개최할 계획임. 전시회에 구매할 경우 외국인은 상업세
면제될 것으로 알려짐.
출처 : Myanmar Times

숫자로 보는 미얀마
미얀마 산업별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 USD 백만)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석유/가스

154

22,420.6

27.5

전력

23

21,681.6

26.1

제조업

1,185

11,614.1

14.0

교통/통신

61

10,908.8

13.1

부동산 개발

59

5,884.3

7.1

호텔/관광업

82

3,118.9

3.7

광업

71

2,904.9

3.5

축산/어업

68

772.9

0.9

농업

34

414.1

0.5

산업단지 개발

7

320.1

0.4

건설

2

37.8

0.0

기타 서비스

130

2,822.9

3.4

합계

1,876

82,901.2

100

별도(SEZ)

114

1,877.8

-

총합계

1,990

84,779.1

100

자료원 : 미얀마 투자청(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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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5.6Kyat, 1 Euro / 1,629.4K4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4,022.5-4,527.5Kyats/gallon, Petrol 4,382.5-4,527.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