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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 월드뱅크 미얀마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6월 18일에 월드뱅크(World Bank)가 미얀마 경제 전망 (Myanmar Economic
Monitor) 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미얀마 경제성장률이 2018-2019 회계연도에 6.5%로
전망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첫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하락, 짜트화
가치 안전, 유가 하락 등이 있었으며, 1월~3월까지 물가 안전성을 보였다고 함.
미얀마-중국 경제회랑, 에너지 및 교통통신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도
긍정적임. 산업분야는 2018년 4월~9월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2018-2019 회계연도
의료봉제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서비스 분야는 2017-2018 회계연도에
8.2%였으나, 2018-2019 회계연도에 8.3%로 전망.
출처 : Daily Eleven

2. Asia Foundation 미얀마 경제환경지수 발표
Asia Foundation은 미얀마 경제환경지수 (MBEI, Myanmar Business Environment
Index 2019)를 최초로 발간하였음. Asia Foundation은 UK Aid 및 DaNa Facility의
지원으로 전국에 있는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 4,874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사에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부가 미얀마 경제 투명성, 사업
수행에 껶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언급하였음.
출처 : Irrawaddy

3. 2018-2019 회계연도 대외교역 현황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대외교역량이 2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230억 달러 대비 4억 6,431만 달러 증가하
였으며, 무역적자가 20억 달러 감소하였음. 수출은 1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억
달러 증가. 수입은 1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억 8,752만 달러 감소함.
출처 : Daily Eleven

4. METRO사 주요 도시 확장 계획
미얀마에 진출한 METRO 유통업체는 만
달레이, 네피도, 따웅지 등 주요 도시로
확장할 계획임. 독일의 METRO사는 창고형
도매매장을 36개국에서 운영 중.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에 5,800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및 시내에 쇼룸을
가지고 있음. 물류 분야를 위해 Yoma
Strategic Holdings사와 일본의 Kokubu
& Co사의 협력 기업은 KOSPA와 협력.
출처 : Eleven

5. 미얀마 농산물 수출 증가, 천연가스 수출 감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10월~5월까지 미얀마 농산물 수출이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20억 달러 대비 2억
4,660만 달러 증가. 미얀마 주요 농산물은 쌀, 콩, 옥수수, 고무 등이며, 과일, 깨,
설탕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천연가스 수출량은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700만 달러 감소하였음. 2018-2019 회계연도 10월~5월까지 177배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음.
출처 : Global Newlight of Myanmar

6. 베트남 기업 대표한 미얀마 부통령 면담
베트남 총리 Mr.Vuong Dinh Hu Hue 및 베트남 기업 대표단이 미얀마 부통령
U Myint Swe와 면담을 하여 양국 간 무역 촉진 및 경제 교류에 대해 의논하였음.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을 통해 투자 촉진 및 교역 확대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BIDV는 CB Bank, AYA Bank, KBZ Bank과 협력하여
베트남 투자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기업 대출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미얀마-베트남 양국 간 2018년 교역량이 8억 6,000만 달러이며, 베트남은
미얀마 외국인 투자 국가 중 49위로 투자 기업 200여개가 22억 달러 투자를 기록.
출처 : Myanmar Times

7. 미얀마 관광 분야 달러 사용 줄이고 짜트 사용 강조
미얀마 호텔관광부(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는 국내에 과도한 달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금 결제 시 현지 통화만 사용해야 한다고 공지함. 현재 일부 미얀마
호텔, 식당, 항공사 등에서 미얀마 현지 통화 대신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음.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소 라이선스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였음.
현재 미얀마에 3,000여개의 여행사가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기업임.
출처 : Myanmar Times

8. Maha Bawga사 YSX 상장 계획
Maha Bawga Finance사는 양곤주식시장(YSX)에 상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
업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함. Maha Bawga Finance사는 미얀마 중앙은행(CBM)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업이며, Consumer Loan 및 중소기업 대출(SME Loan)을 주요
제공하고 있음. 미얀마 중앙은행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라이선스를 2013년부터 승인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의 금융기관이 있음.
출처 : Myanmar Times

9. Grab, 보험 서비스 제공
Grab이 미얀마 보험사(Myanma Insurance)와 협력하여 운전기사와 승객들 안전을
위해 개인 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Insurance)을 제공할 계획임. 보험료를 위해
별도로 계산하지 않을 것이며, Grab Taxi, Grab Thone Nane, Grab Bike 모든
서비스에 해당됨.

출처 : Myanmar Times

정치·사회 동향
1. H1N1 감염자 6명 사망
미얀마 보건체육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6명이 발생하였다고 함. 사망자 6명 중 양곤 지역
에서 5명, 한명은 서가잉 지역에서 6개월 아이임. 현재 20일까지 의심환자 48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 H1N1의 증상으로 열, 기침,
목 통증, 콧물, 두통, 오한, 구토 및 설사 등이며, 나이 많은 어른들과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대부분임. 2017년에 H1N1 감염자 30명 중 12명이 사망한 바 있음.
출처 : Eleven

2. 미얀마,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행사 개최
6월 11일 양곤 Pan Pacific 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한 세계 아동노동반
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r) 행사가 열렸음. ILO의 조사에 따르면 약
60만 명의 아동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출처 : Irrawaddy

3. 아웅산 수지 여사 ASEAN Summit 참석 예정
미얀마 국가자문역 아웅산수지 여사는 방콕에 개최한 ASEAN summit에 참석할 것임.
태국 총리 Mr. Prayut Chan-ocha의 초청으로 참석할 것이며, 라카인 지역 로힝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 Myanmar Times

숫자로 보는 미얀마
對미얀마 10대 수출품목
(단위 : US$ 천, %)
순
번

코
드

2019년 (5월)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231,882

-1.6

197,395

11.6

34,487

1

43

직물

37,340

4.9

280

228.4

37,060

2

44

섬유제품

26,111

3.7

143,576

11.7

-117,465

3

72

산업기계

23,175

-16.8

0

-100.0

23,175

4

74

수송기계

19,561

-32.1

117

-63.3

19,444

5

22

정밀화학제품

15,189

1.4

1

1,422.8

15,188

6

31

플라스틱제품

14,656

-0.5

198

238.0

14,458

7

75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12,488

1,254.0

1

-79.6

12,487

8

62

비철금속제품

9,323

50.6

8,059

18.8

1,264

9

84

전기기기

8,454

-33.8

1

-84.0

8,453

10

21

석유화학제품

7,331

4.6

0

0.0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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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4.1Kyat, 1 Euro / 1,720.6K4yat
현지 유류 정보 : Diesel 3,482.5-3,987.5Kyats/gallon, Petrol 3,977.5-4,122.5Kyats/ga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