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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미얀마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 전망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모두 낮은편  

- 회계년도 변경 및 그에 따른 6개월 회계공백기로 인해  2018년도 정부의 예산 집행이 긴축모
드로 들어설 전망 

- 8월로 예정된 회사법이 발효되고 라카인 이슈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선순환 경제 구조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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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
팅 (파트너사 매칭업무 포함)

• 환경영향평가

• CSR 자문

JERRYKIM.JH@GMAIL.COM

4th Floor, Building No. 18
Myanmar ICT Park, University’s Hlaing Campus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O: +95 92 3053 64/5 
M: +95 99 7665 4118

연구소장 이력

•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LG 환경연구원 부서장

• 싱가포르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 (재무, 인

사, 법무, 신사업 및 M&A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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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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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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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ised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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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 Adv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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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CHIEF RESEARCHER

• Former researcher at POSCO Research 

Institute (POSRI)

• Head of Department at LG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 Managing Director at a Singaporean 

semiconductor equipment firm (M&A, 

Human Resources, Finance, Legal 

matters)

• Regional Director of DR&AJU, a large 

Korean law firm

• Special Consultant to RHTLaw Group, a 

large Singaporean law firm



ISSUE ANALYSIS

2016년	YCDC의	양곤내	고층건물	

건축	중단	지시로	촉발	된	미얀마	경기	하강국면
이	반등	기회를	채	잡기도	전에	2017년	후반	라
카인	이슈가	터지며	미얀마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
외	이해관계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드뱅크	보고서	및	기업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2018년	및	중기	미얀마	비지니스	환경을	가
늠해	보고자	한다.		

사업 환경 지표: 개선 

월드	 뱅크	 ‘Doing	 business	 2018(2017년	 6월	
취합	자료,	라카인	이슈	발생	이전)’에	따르면	미
얀마는	11개	지표로	구성된	기업하기	좋은	환경
(DB)	순위에서	전체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
하였다.	선두	국가(각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국가)와의	격차를	보여주는	선도국가	격

차지수(DTF)는	라오스보다	10포인트	낮은	44.21
을	기록하였고	지역	평균인	62.70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7년	조사	결과
에	비해	전반적인	지표들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중기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
하다.	다음은	중요	지표의	미얀마	DB순위와	DTF	
지표이다.		

•DB	상위	지표:	건설	인허가	처리는	전체	190개
국	중	73위를	기록하여	전체	11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DB	하위	지표:	창업(155),	 전력	수급(151),	
신용	취득(177),	소액	투자자	보호(183),	계약	
이행(188),	부도	해결(164)	

•DTF	상위	지표:	창업(75.42),	건설	인허가	처
리(70.33),	세금	납부(63.94)를	기록	

•DTF	하위	지표:	신용취득(10.00),	소액	투자
자	보호(25.00),	계약	이행(24.53)	및	부도해
결(20.39)	

기업의 체감 온도: 단기 흐림, 중기 맑음 

2017년	 7월~8월,	 UMFCCI와	 Roland	 Berger가	
실시한	제	2차	기업	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2016
년에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기업인들의	자
신감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
사	기간이	라카인	이슈가	발생되기	이전임을	감안
하면	현재는	2018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
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수:	494명	

•응답회사	국적:	내국	기업	61%,	외국	기업	39	

•응답자	직위:	창업자,	이사진	및	관리자	급	이상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 대폭 하락:	향후	1년간	
미얀마	경제	및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2016년	설문	조사
에	비해	내국	기업은	1%	->	15%,	외국	기업은	
7%->15%로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반해	완만히	개선	혹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73%->49%로	대폭	감소하
였다.	

미얀마 경제 전망과 기업 체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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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장 진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마지막	프런
티어	마켓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6%로	가장	
높았고	큰	내수시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였
다.	저임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로	문항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미얀마에서	회사 성과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내국	기업의	경우	2016년	61%에서	대폭	
감소한	36%로	응답하였다.	외국	기업은	1차	설
문조사	응답률	56%보다	낮은	38%로	나왔지만	
그	감소폭은	내국	기업보다	적었다.		

향후 1년간 미얀마내 사업 확대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
에서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내국	기업의	
경우	2016년	8%에서	2017년	20%로	증가하였
고	외국	기업도	 5%에서	 22%로	대폭	증가하였
다.		

EU상공회의소도	미얀마에	진출한	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2017
년	12월에	발표하였다.		

매력적인	내수	시장이	미얀마	진출	이유	중	1위로	
선정되었고,	향후	3년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긍
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규제이슈	및	 숙련공	부
족,	제도적	불확실성	등이	사업환경중	가장	큰	장
애요인	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6년	월드
뱅크	기업	조사	결과(2016년	10월~2017년	4
월)	보고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전망 

월드뱅크는	2017년	10월	발간한	미얀마	이코노
믹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2016/17년도	경제	성
장률을	기존	6.5%에서	5.9%로	재조정(2017년	
2월	당초	전망	7.8%를	6.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하였다.	2017/18년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
망치인	6.9%보다	낮은	6.4%로	수정하였다.		

중기	전망의	경우	라카인	이슈가	미칠	영향	및	정
부	개혁	속도를	감안하여	2018/19	회계년도	성
장률은	6.7%로	전망하지만,	거시경제	안정기조,	
구조개혁	 정착,	 안보이슈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19/20회계년도	 6.9%,	 2020/21회계년도	
7.1%로	상승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
나	수지	국가자문역은	연초	내각	회의에서		6~7%
대	성장률은	크게	부족한	수치라고	언급하며	경제
성장률	상승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
문한	바	있다.		

IMF는	2017년	2월	2017/18년도	경제	성장률
을	7.5%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	11월	연례	협
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2017/18년도	성장률을	
6.7%로	하향	수정하였다.	그러나	외국	투자	유
입,	 공공	 투자	 효율성	 개선	 등에	 따라	 중기는	
7.0~7.5%로	서서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해	4월	발효된	(신)투자법에	이어	2018년	8
월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법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다.	단	1%의	외국	자
본이	투자되어도	외국회사로	분류되어	각종	인허
가	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던	현행	제도에	비해,	외
국인	지분	35%까지는	내국회사로	인정되어	진출	
가능	업종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라카인	이슈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2019년
부터는	외국	자본	유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경제성
장률도	높아지는	등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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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 REGULATIONS
1. 최저 임금 개정안에 대한 논쟁 지속 

- 1월 2일, 국가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 임금 개정안을 다
음과 같이 공표


• 일 4,800쨔트, 시간당 600쨔트(2017 MBRI 
Newsletter 9, 10, 11, 12월호 참조)


• 적용 대상: 미얀마 전역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사업
장 


• 훈련생은 최저 임금의 최대 50%, 3개월 수습 기간은 
최대 75%까지 수령


- 공표 후 60일 내,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나 반대 의견을 수
렴 한 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 할 
계획


- 개별 노동단체와 노동단체 연합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


• 미얀마 노동단체 연합은 이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개
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음


• 만약 정부가 개정안을 더이상 수정하기 어렵다면 노동
자들에 대한 별도 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


• 대상 사업장도 10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 고용 사
업장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


- UMFCCI와 개별 산업 단체들은 2년내 최저임금을 30%
이상 인상하는 것은 현 미얀마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
나친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 미얀마 내 모든 사업
장이 이 개정안에 영
향을 크게 받지는 않
겠지만, 봉제회사 등 
노동집약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2. 교사 연합, 기초 교육법 초안에 문제 제기 
- 미얀마 교사 연합은 지난 1월 15일 의회에 제출 된 기초
교육법 초안에 교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
다고 문제 제기

• 이 법의 실행을 위해서 기초 교육 위원회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한데, 기초교육위원회 구성원에 교사가 제외되
어 있고, 교육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고위 정책 입안
자들만 포함되어 있다고 항의


• 법안에 포함된 위원회 구성 멤버: 교육부 장관(위원
장), 관계 부처 대표자들, 각 관구 및 주의 사회 관계 
장관들, 연방의회 의원, 시민사회 조직 대표단 등


• 기초 교육 담당 교사수 30만명 이상이나 있는데, 이들
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이 위원회 명단에 포함 되지 않

음: 다만 기초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위원회에는 포함되
어 있음


• 기초교육법 위원회 의장이자 교육부 대변인 Khine 
Mye씨는 이 법안이 이미 10회 이상 검토되어 왔고 수
정되었기 때문에 결함이 없다고 항변


- 다른 교육 관련 법안들도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이 기
초 교육 법안이 다른 법안의 기초가 되므로 가장 먼저 의
회 논의가 진행될 전망


• 12장 56개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73년 
기초교육법을 대체하게 될 전망


3. 지적재산권법 의회 통과 
- 1월 19일자 뉴스에 따르면, 디자인법, 특허법, 상표법, 문
학 및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등 4개 법안으로 구성된 지
적재산권법이 의회에 제출(2017 MBRI Newsletter 8
월호 참조)


• 이 법안들은 미얀마 실정을 고려하여 세계 지적재산위
원회, EU위원회, 국내외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작성
됨 

4. 8월 1일부터 회사 등록비 인하 
- 현행 회사 등록비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
만쨔트를 부과


• 테인세인 정부 시절에는 등록비가 1백만쨔트였으나 
NLD정부 출범 이후 50만쨔트로 인하되었음


- 8월 1일부터 소규모 회사 등록비가 인하 될 예정

• 소규모 회사 정의: 근로자 30인 이하, 자본금 5백만쨔
트 이하


5. 수출회사에 대한 조세 선납 제도 폐지 
- 국세청은 2018년 1월 2일부터 1,500여 수출회사에 부
과 되던 조세 선납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

• 조세 선납 제도:  2013년 6월에 도입된 제도로 실제 
수출입 거래에 앞서 총 수출입 금액의 2%를 선납하는 
제도


• 수출입으로 인한 손익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 부과해 
왔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에 큰 부담이 되어 왔음


-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수출업자들은 수익에 따
른 법인세만 분기별 납부하면 됨 


- 수입업체에 대한 조세 선납 제도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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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PLANNING
1. 전력 공급 계획 
<농촌개발부, 올해 중 1,300여개 마을에 전기 공급계획> 

- 국가전력계획(NEP)에 따라 월드뱅크와 농촌개발부
(DRD, 농업축산관개부 산하)는 공동으로 2017/18회계
년도 내 총 1,334개 마을에 전기를 공급 할 계획


• 주요 전력원: 태양광 발전과 미니 그리드 설치


•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1,300개 마을에 적용. DRD기
금 60%지원 


• 미니 그리드 시스템 대상34개 마을

- NEP는 가로등과 공공 건물 조명 설치도 추진 할 계획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기간: 2030년까지. 2016~21년도는 1차5
개년 계획


• 자금 지원: 월드뱅크 4억달러 대출, JICS(일본 국제협
력 시스템) 880만달러, 국제협력개발기금(ICDF) 35
만달러, 시범사업을 위한 ADB 기금 2백만달러, 
KfW(독일 국영 개발 은행) 1,100만달러


• 기술 지원: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mbH(GIZ)


• 15년 내 26,000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1
차 5개년 동안은 9,000개 마을에 전력 공급 목표 

<2018/19 회계연도 내 5개 발전 프로젝트 완료 계획국가전력
계획> 

- 전력에너지부 차관은 1월 15일 의회 답변에서 2018/19 
회계년도에 5개 발전 프로젝트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언
급

• 이는 2018~2021년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정부의 추가 전력 공급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 2010/11~2016/17동안 연간 전력 수요를 분석한 결
과 매년 15~16%씩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18 3,189MW  2021/22 5,774MW


• 2017년 11월 전력 소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여 
3,189MW에 달함


- 2018/19회계년도 완공 계획 5개 프로젝트 

• Yazajo 4MW 수력 발전 프로젝트


• Minbu 40MW 태양광 프로젝트


• Thaton 119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Thaketa 106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Myingyan 225 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2019/20~2021/22년간 약 3,000MW공급 계획


• Upper Kyaitaung 51MW 수력 발전 프로젝트


• upper Yeywar 280MW 수력 발전 프로젝트

• Kyaukphu 135 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Ahlon 356 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Kanpauk (first phase) 615 MW 천연가스발전 프
로젝트


• Ywarma 150 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Pahtoelon 12 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Myanaung 20 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Thilawa 108 MW프로젝트


• Milaungchai 1,390 MW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이 중 Ywarma와 Kanpauk (first phase)프로젝트는 
월드 뱅크의 자금 지원으로 토탈과 지멘스가 건설을 
담당할 계획.


- 소규모 수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여전히 최우
선 대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전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전기 구매 방안도 검토 중 


2. 대통령, 6개월 회계년도 공백기간에 대한 대비책 
마련 당부 

- 1월 9일 대통령 궁에서 열린 국가 기획 위원회 및 금융위
원회 미팅에서 HtinKyaw 대통령은 회계연도 변경 사유
와 이에 따른 6개월간의 공백기간 대비책 마련을 강조


• 해당 6개월간 GDP 성장률은 7.2%로 전망: 운송, 호
텔 및 관광, 금융 부분의 성장에 따른 전망


• 6개월 공백기간 엄격한 예산 집행: 국민을 위한 긴급 
프로젝트 및 2018/19회계년도 국가 계획에 필수적으
로 반영되어야 할 프로젝트에 초점.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전에 완료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 신
청을 하지 말고, 구매가 필요한 건은 외화 대신 미얀마 
쨔트 구매가 원칙임을 강조


- 미팅에 참석한 SuuKyi 국가 자문역도 이 문제에 대해 연
방 정부와 관구 및 주정부간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


• 6~7%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이므로 개선
책 필요 


•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이슈(국민의 70%가 종사하는 
농업부문에서 토지 소유권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
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를 거론하며 농업부문 개혁
의 지지부진함도 지적


- 무역수지 적자 및 시장 경제 시스템 정착, 기후변화 영향
과 같은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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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내륙 항만 프로젝트 완공 계획 
- 미얀마 철도청 대변인에 따르면 두개의 내륙 항만 건설 
프로젝트가 2019년 4월 완공될 예정 (2017 MBRI 
Newsletter 6월호 참조)


• 내륙 항만 예정지: 양곤 YwarThargyi와 만달레이 
MyitNge


• 이 프로젝트는 2018년 4월에 시작하여 1년뒤 완공될 
계획으로Ywar Thargyi와 MyitNge를 오가는 화물열
차가 운행 될 계획


• 시공사: Kerry resources transport(양곤 내륙항구) 
및 Kerry Logistics Company(만달레이 내륙항구)


- 현재 화물열차는 2017년 4월 부터 양곤 Wardan 창고에
서 만달레이 Paleik역까지 운행 중(2017 MBRI 
Newsletter 8월호 참조)


• 이 화물열차는 총 11개 차량
으로 1차량당 60톤 선적 가능


• 선적요금: 30쨔트/마일/톤

- 두개 내륙항구 프로젝트가 완공
되면 화물 열차 노선이 현재 ‘Wardan-Paleik’에서 
‘Ywar Thargyi MyitNge’로 변경 될 계획


4. MAPCO, 왕겨 화력발전소 건설 
- MAPCO에 따르면 왕겨를 구하기 쉬운 Ayeyarwaddy, 

Bago, Sagaing 및 양곤에 왕겨 화력 발전소가 건설 될 
계획


- 전통적인 방식으로 왕겨를 태우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
지만, 화력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면 국가 송전망 수요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


• 왕겨 화력 발전소에서0.5MW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
고 이 전기는 MAPCO의 도정 공장 가동에 사용 할 
계획


• 잉여 전력이 생기면 인근 마을에 공급


• 현재 Ayeyarwaddy 관구Kyaiklatt)에 2.2MW 왕겨 
발전소 건설 중


- 한편, MAPCO는 2018/19회계년도 내 Ayeyarwaddy 
관구 Myaungmya타운십에 농업 중심 산업단지를 건설
할 계획 (2017 MBRI Newsletter 1월호 참조)


5. 양곤 3개 지역에 수산물 가공센터 건립 추진 
- 양곤 관구 어업국에 따르면, Kungyangon, Kayan 및

Thonegwa 등 3지역에 국제적 
품질의 수산물 가공 및 수출 센터
를 건립 할 계획 


- 현재 수산물 가공을 위한 냉장 냉
동 설비 설치를 위한 약 1만 에이
커 상당의 부지를 물색중


• 외국 투자자도 환영(100%지분은 불가)


• 각종 규제도 완화할 계획

- 연간 수산물 수출 금액은 약 6.5억~7억달러. 수산물 수출
량은 증가 추세로 2019년에는 10억달러에 달할 전망


6. 종합병원, 편의점 및 약국 운영 허용 
- 보건 및 체육부는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병원
에 편의점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음


•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병원 직원들의 복지 시
스템에 사용될 수 있을 전망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위생 및 안전 부서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을 수립 중


• 이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의 구내 식당 및 약국을 운영
할 계획도 수립 중 


• 첫번째 단계로 39개 종합병원에 약국 운영을 허용 할 
계획. 종합 병원내 약국은 시중 약국에서 구하기 힘든 
약품 판매 중심으로 운영 될 계획 


• 이 계획은 2018년 1월 의회 승인을 받았음

- 2015년 5월까지 종합병원에 민영 약국이 있었으나 재계
약 당시 정부 해당 부서가 약국 운영권 갱신을 하지 않아 
종합병원내 모든 약국이 폐쇄된 바 있음


7. 정부, 디지털 경제 관련 마스트 플랜 작성 중 
- 디지털 경제개발 위원회 (DEDC)는 미얀마 디지털 경제 
개발 및 적절한 규제를 위해 ‘미얀마 디지털 경제 개발 마
스트 플랜’을 작성중인것으로 알려짐


• 단기(2~3년) 및 중기(3~5년) 실행 프로그램도 마련 중


• 마스트 플랜과 실행 프로그램이 마련이 끝나는 대로 
즉시 실행 할 계획


- 정부(운송통신부와 DEDC) 추산에 따르면 미얀마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수가 4,600만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인구의 
89%에 해당. 모바일 사용자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


- DEDC는 지난 7월 개소식에서 미얀마가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음


8. 양곤, 11개 타운십에 톨게이트 설치 계획 
- 양곤 정부는 로컬 회사만 대상으로 양곤 도심 지역(YCDC
관할)내 11개 타운십내 톨게이트 설치를 위한 입찰을 실
시한다고 발표


• 11개 타운십: HleGu, Hmawbi, Taikgyi, Thanlyin, 
KyaukTan, KhaYan, ThoneGwa, TwanTe, 
Konchangone, KawHmu 및 HtantaPin 


- 톨게이트 설치로 보다 효율적인 통행료 징수가 가능해 질 
전망


• 11개 게이트에서 약 7억
쨔트의 통행료가 징수 될 
전망




9. MIC, 물류 및 제조 업체 유치 노력 
- MIC는 물류 및 제조 부문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내륙 항만서비스, 보세 창고 서비스, 고속버스 및 화물 
터미널, 도매 센터 건립 등


• 현재 보세창고는 틸라와 경제특구에만 허용되고 있음: 
경제 특구 소재 Daizen Myanmar가 미얀마 최초 보
세창구 허가를 받았고 현재 시범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
짐


-  한편 2017년 12월 22일, MIC는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
한 행사를 마련


• 차량 및 차량 부품, 트렉트 및 트레일러, 통신 장비, 기
계류, 전력 송전 및 통제 장치, 철강, 비료, 플라스틱 원
재료, 종이, 합성 섬유, 식용유,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를 장려


• 해당 제조업체가 투자를 할 경우 전력 공급과 토지 소
유권 이슈에 대해 MIC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


10.IFC, 건설부와 유료 고가 도로 건설 합의 
- IFC는 1월 11일 양곤 내 20.5km 길이의 유료 고가 도로 
건설 자문을 위해 건설부와 합의했다고 밝힘


• 3.5억~4억달러 상당의 4차선 유로 고가 도로 민자유
치 프로젝트


• 고가도로망은 JICA가 마련한 양곤 도심 운송 계획에 
이미 제안된 eastern ring road와 동일 


• IFC역할: PPP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에 관한 자문 서
비스 


- IFC는 향후 실사를 거친 후 국제 경쟁 입찰로 시행사를 선
정할 계획


- 프로젝트 기대 효과


• 남쪽으로는 양곤항-틸라와 경제 특구를 연결하고, 북쪽
으로는 양곤 국제공항, 양곤내 산업단지 및 양곤-만달
레이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경제 개발 가속화 


•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로 생산성 향상

- 이 프로젝트의 입찰이 성공하게 되면, 이 모델을 다른 프
로젝트에도 적용할 계획

• 양곤내 다른 내외부 순환도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 -> 
향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시  검증된 국제 투자
자들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IFC는 2030년까지 교통 인프라에 480억달러가 투자되
어야 할 것으로 추산


- 프로젝트 예상 기간: 2019년 초에 시행사 선정 완료 � 
2~3년내 건설 완료  


• 주무 부서인 건설부는 교통통신부, 양곤 정부, 월드뱅
크 및 IFC와 공동으로 입찰 기준을 마련할 계획 


- 당초 이 프로젝트는 2015년 11월 민간 기업들이 먼저 제
안


• 미얀마 로컬 재벌 캐피탈 다이아몬드 스타 그룹 및 한
국 롯데, 한라 건설


• 당초 제안된 프로젝트 예산은6.2억달러로 추산되었음

- 한편, IFC는 2014년부터 미얀마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시작


• 미얀마 최대 화력발전소 개발 지원: 225MW 만달레이 
Myingyan 발전소 건설을  PPP프로젝트로 설계 -> 
발전소 부문에서 미얀마 최초로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싱가포르 셈콥 유틸리티가 시행사로 선정됨


- MIC는 양곤 유료 고가도로 프로젝트는 정부간 프로젝트
에 해당하므로 MIC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부가 설명  


11.Sittwe 워터 프론트 뉴시티 프로젝트의 토지 선
분양 성황 

- 주관사 발표에 따르면, 1월 6~7일 양일간 Sittwe 및 양곤
에서 이틀간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 부지 선판매 행사에서 
260억쨔트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 프로젝트: 라카인 주 정부(지분 30%)와 한국 BXT 인
터네셔널(부산버스터미널이 100% 출자한 미얀마 현
지 법인, 지분 70%) 공동 개발중인 시트웨 워터프론트 
프로젝트(시트웨 해변 90에이커 매립지 조성 및 물류 
인프라 단지 개발)


• 프로젝트 구성: 매립지에 도소매 시장, 물류 창고 시설, 
콘도미니엄, 상업지대, 수산물 가공 센터 등 건립


• 프로젝트 예산: 1천만달러


• 프로젝트 기간: 2016년 3월 MIC승인을 받아 현재 공
정률 50%로, 2018년 말 완공 계획


• 매립지 건설 프로젝트 기술은 싱가프로 마리나베이에 
사용한 기법을 활용 할 계획 


- 이 프로젝트 부지 가격은 25,000쨔트/ft2 에 총 240개 플
롯 이 판 매 됨 ( 시 트 웨 다 운 타 운 토 지 가 격 은 
200,000~500,000쨔트/ft2)


12.2018년도에도 해상 운송을 통한 중고 기계류 수
입 허용 계획 

- 1월 8일자 상업부 공고에 따르면, 올해도 해상운송을 통한 
중고 기계 수입을 허용 할 계획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투자 비용 절감 목
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갱신되고 있음 


• 매년 갱신 되는 이유: 불필요한 기계 부품 수입은 과적 
및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다 수입을 통
제할 목적


- 수입업자는 수입 신청서에 대상 중고기계의 상세 사항을 
기재해야 함


• 브랜드 명, 용량, 제조년도, 제조국, 사용연료 등

• 기타 의무 제출 정보: Directorate of Industrial 

Supervision and Inspection의 추천서, 제조국의 사
전조사 인증서 등


- 수입 가능 중고 기계: 제조년으로부터10년 이내, 잔존 수
명 70%, 선진국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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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란창-메콩 협력(LMC), 미얀마 10개 프로젝트 
승인 

-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차 란창-메콩협력 미팅에서 미얀
마 관련 10개 프로젝트가 승인됨


• LMC: 2014년 11월 13일, 네피도에서 개최된 아세
안-중국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후 2016년에 결성 
완료


• LMC회원국: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및 
미얀마 


• LMC주요 의제: 정치, 안보, 경제 등


• LMC기금: 3억달러


• 2018~2022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14개 프로젝트 
중의 일부


14.정부, 부채 절감을 위해 저이율 외자 차입만 허용 
- 연방의회 공공재정위원회 위원인 Khin Cho씨는 언론 인
터뷰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외국으로부터의 대출이 급증하
고 있어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저이율 외자 차입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


- 미얀마의 최대 채권국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이자율이 연
간 0.01%로 가장 낮다고 언급


• 2016/17년 미얀마 정부는 6개 프로젝트를 위해 JICA
로부터 총 11억달러를 대출 받았고 이는 다른 국가들
과 비교해 가장 큰 금액


• 전체 대출 규모만으로 보면 중국이 미얀마 최대 채권
국: 중국 38억달러 vs. 일본 21억달러


- 테 인 세 인 정 부 시 절 인 
2013~2014년간 미얀마 농업
부문 지원을 위해 중국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이자율 4%에 4
억달러 차입


- 2017년 9월 말 기준, 미얀마의 
전체 국내외 부채는 32.5조쨔트에 달함


15.기획 재정부 장관, 농업 연관 산업에 대한 관심 
당부 

- 재정 기획부 장관은 최근 개최된 미팅에서 미얀마는 농업
기반 산업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미팅 목적: 경제개발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금융 제도 및 기술 관리 논의


- 미얀마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를 유
치해야 하고, 양질의 종자 개발을 위해 로컬기업이 참여
하는 PPP 프로그램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한편 미얀마 농업 회사들은 1월 중순 수출 목적을 위해 왕
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생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  


• 미얀마 미곡 협회에 따르면, 왕겨를 활용한 연료 전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신청 자
격이 있다고 언급


• 이 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노하우 전수 워크숍도 개최
될 예정


- 2015년부터 일본에 왕겨재를 수출하고 있는 관련 사업자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왕겨(재)수요는 연간 100톤에 달
하지만 미얀마 기술 부재로 연간 20톤밖에 수출하지 못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


-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고 기술 및 노하우 관련 워크숍이 
사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16.Myingyan 복합 가스 터빈 발전소 운영 시작 
- 싱가포르 셈콥이 BOT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만달레이 

Myingyan 복합 가스 터빈 발전소가 1월 1일부터 운영
을 시작


• 프로젝트 시작: 2016년 3월 29일 


• 미얀마 최대 가스 화력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로 미얀
마 전력 공급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


17.만달레이 관구 수도세 인상 계획 
- 만달레이시 개발위원회(MCDC)에 따르면, JICA의 자금 
지원(2천만 달러)를 받아 만달레이 Pyigyitagun타운십
에 8천여개 수도 시설을 무료로 설치 할 계획


• 예산 사용처: 파이프, 관정, 탱크, 펌브 및 수도 계량기 
구입에 사용될 예정


• 약 6만여 가구(해당 타운십 인구의 30%에 해당)가 혜
택을 받을 전망


•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짐(추가 개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 MCDC는 ADB로부터 6천만달러 대출 및 프랑스 개발청 
자금 지원등으로 수질 개선, 하수처리 시설 설치 등 서비
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

• 파이프 교체, 관정 및 저수지 개발 등


- MCDC에 따르면 수도 공급을 위해 연간 52.36억쨔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수도 요금 수입은 15억 쨔트에 불
과하여 매년 37억쨔트 정도 적자가 발생


• 만달레이에는 약 9만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가 있으나 
파이프 누수로 인해 계량이 안되는 무수수량이 50%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
획으로 알려짐. 아래와 같이 개정된 수도 요금은 3개월 
단위로 부과될 계획

• 가정용 요율: 단위당(220갤런) 85쨔트 -> 200쨔트


• 상업용 요율: 단위당 110쨔트 -> 260쨔트


• 로컬 공장 요율: 단위당 440쨔트 -> 660쨔트


• 외국 공장 요율: 단위당 880쨔트 -> 1,100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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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정부, 승인 후 지연되는 사업 조사 방침 
- 1988년부터 MIC 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회사 중 600
여개사가 실제 사업 착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988~2017년간 미얀마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국내
외 2,723개 회사 중 581개사가 사업 개시를 안함. 이 
중 외국 기업은 288개사 


• 1월말까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
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계획


• 2017년 12월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 조사
를 위해 3개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음


- 정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 개시 지연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부처로 부터 추가 라이센스를 받는데 실패하였기 때문

• 외국 기업 사업 개시 지연 이
유: MIC로 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후 통상적으로 관련 부
처 및 타운십 행정기관으로부
터 추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단계에서 진행이 중단 된 경우가 많음


• 국내 기업 사업 개시 지연 이유: 자금 부족


19.양곤 중앙역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낙찰 기업 
발표 예정 

- 연방 정부는 그동안 프로젝트 중단 소문이 돌았던 양곤 
중앙역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낙찰기업을 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2017MBRI Newsletter 11월
호 참조)


• 프로젝트 위치:  술래 파도다 동쪽 보족아웅산 로드 인
근에 위치한 63에이커 부지 개발 프로젝트


• 프로젝트 예산: 25억달러 

• 입찰 연혁: 2014년 미얀마 철도청이 양곤 중앙역 개
발을 위한 입찰 공고 후 총 28개 국내외 기업들이 입
찰 의향을 밝혔으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없어 
유찰 된 후 2015년에 2차 입찰 공고 -> 2016년 철도
청은 15개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 하였다고 발표
(Yoma Strategic Holdings, FMI, Capital 
Diamond Star Group, High Tech Concrete 
Technology Company under the Shwe Taung 
Group and M&A -Iconic Company 등 로컬 재벌 
건설사들이 참여)


20.중국 국경무역지대 시설 확충 계획 
- 미얀마 정부는Chinshwehaw 국경 검문소를 국제 수준
으로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Chinshwehaw: 북 샨주에 위치. Muse에 이어 두번
째로 큰 중국 국경무역 지대(중국 국경무역지대는 총 
8곳이 있음). 무역 및 관광 산업에 잠재력이 큰 지역


• 현재 약 4천명의 중국인과 1만명의 미얀마인들이 이 
검문소를 통과하여 양국을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짐


- Chinshwehaw 국경 무역량 증가 추세


• 2013/14회계년도부터 무역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67/17년에는 5.37억달러, 2017/18 회
계년도는 약 6.4억달러에 이를 전망


• 주요 수출 품목: 콩류, 깨, 
쌀, 고무, 설탕 및 슈가케인 
등 주로 농작물


• 주요 수입 품목: 비료, 건설
자재 및 소비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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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G/CSR/INTERNATIONAL 

1. JICA, 중소기업 대출금 600억쨔트 기록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17년간 미얀마 중소기업에 대
출한 JICA 대출금 규모가600억쨔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남

• JICA는 2015년 로컬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자금
으로 500억쨔트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대출 조건: 이자율 8.5%, 5년 만기


• 2015/16회계년도: 49억쨔트


• 2016/17회계년도: 368억쨔트


• 2017년 4~11월: 192억쨔트


• 대출 담당 은행: Small and Medium Industrial 
Development Bank (SMIDB), Myanmar Apex 
Bank, Myanmar Citizen Bank, Co-operative 
Bank, Kanbawza Bank 및 AYA Bank


- 이 대출금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산업은 제조업으로 총 397
억쨔트가 대출된 것으로 알려짐


- JICA 대출은 시중 은행 이자율 13%에 비해 이자율이 낮
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큰 관심을 받았음


• 해당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 제공 가능한 경우: 이자
율 8.5%


• 해당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 제공 불가능한 경우: 이
자율 11%(신용보증보험 프리미엄 2.5% + 일반 이
자율 8.5%)  

2. 일본 외무상, 미얀마 방문 
- 코노 일본 외무상이 1월 11일부터 사흘간 미얀마를 방문
하여 양국간 경제 교류 및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


- 코노 외무상은 1월 12일 수지 국가 자문역과 공동 기자회
견을 열고 미얀마 철도 개선 프로그램과 라카인 관구 안
정화를 위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


• JICA가 주도하는 양곤-만달레이간 철로 개선 프로젝
트 계속 지원


• 올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메콩-일본 정상회담에 수
지 국가자문역 참석 요청


• 라카인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일본은 여
전히 미얀마의 우방으로 남을 것임을 천명


• 미얀마 도로, 통신 및 전력 등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


3. 미얀마-일본, 환경 이슈에 관한 협력체제 구축 
- 천연자원 및 환경보존부 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만간 일
본과 환경문제 협력에 대한 협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

• 1월 16일 개최된 폐기물 관리 워크숍에서 언급


- 이 협정서에는 대기질,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및 수
질 보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4. 미얀마-한국 우정의 다리 프로젝트 입찰 공고 
- 1월 9일 관보를 통해 양곤 도심과 Dala 타운십(양곤 관구
내 저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현수교(달라교) 건설에 대한 
입찰이 공고 되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4월 공사
를 시작할 계획


• 현수교 규모: 총 길이 590미터, 너비 26미터(4차선), 
높이는 대형 선박(15,000 DWT)이 통과 가능한 97.5
미터


• 양곤 Lanmadaw 타운십 PhoneGyi street와 달라 
지역의 BoMin Yaung Street를 잇는 교량


• 현수교를 따라 물공급관도 건설되어 양곤에서 달라로 
물 공급 계획(달라 지역은 여름에 가뭄이 극심)


• 건설 기간: 2018년 3월 첫째주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
이며 교량은 2020/21 회계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


• 건설비용: 약 1.68억달러(한국 경제협력개발 기금 
EDCF 1.38억달러와 미얀마 연방 정부 예산 3천만달러


- 정부는 이미 인근 토지 수용에 따른 임대료 및 보상비 지
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 교량이 완성되면 달라 , Tw a n t e , K a w h m u , 
Kungyangon 및 Ayeyarwaddy 관구 지역 주민들의 삶
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 건설 교통부 산하 프로젝트 실행기구는 1월 9일 관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입찰을 공고


• 입찰 마감시한: 2월 23일


• 한국 기업들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EDCF의 가이드라
인에 따라 진행


• 입찰자격: 260미터 이상 교량 건설 경력 최소 5년 이
상,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 1억달러 이상


• 입찰 보증금 3백만달러 

- 한편, 정부의 달라교 건설 승인에도 인근 지역 부동산 가
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이전에는 정부 프로
젝트가 시행될 계획이라는 소문만 나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으나 달라교를 비롯한 최근 발표된 
프로젝트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
는 경향


• 달라 지역 현재 20~60피트 부지 가격은 약 4천만~5
천만쨔트선으로 2년전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안정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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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오스로부터 전력 구매 양해각서 서명 
- 전력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인도 및 라오스 등 인
근 국가로부터의 전기 구매 방안 타당성을 검토한 후 라
오스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양
국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언급(2017MBRI 
Newsletter 8월호 참조)


- 양해각서 서명 후 전력 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


- 정부는 이같은 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했다고 
해명


• 국민들이 정부의 석탄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 건설 계
획에 강력 반대


• 2030년까지 100% 전기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대안이 별로 없음


- 라오스 측 언론 발표


• 미얀마는 현재 100~200MW를 구매할 계획이지만, 
미얀마 측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규모는 변할 수 있음


• 현재 판매 시기 및 판매 가격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미얀마 북부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확실시 됨


•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8년 말 혹은 2019년초부터 
송전이 개시될 전망


• 라오스는 수력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고 수력발전이 
미래 라오스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


• 라오스 발전 현황 : 46개 발전소 (총 설비용량 
6,757MW)에서 연간 35,608GWh 발전


• 라오스 발전 계획: 2020년까지 10,000MW발전 � 
2030년까지 20,000MW 달성. 이는 라오스 수요량
을 초과하는 공급량


• 현재 라오스 전기의 상당량이 태국에 판매되고 있음


• 2017년 9월, 라오스는 태국 전력 송출 네트워크를 통
해 100MW전기를 말레이시아에 판매하는 3자 전력
거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한편, 라오스 총리는 1월 15일 수지 국가자문역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방위에 걸친 양국간 교류 확대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만간 수지 국가자문역의 라오스 방문을 요청


• 전력, 과학 기술 및 부패와의 전쟁 등에 관한 양국간 
양해각서 체결


 

6. 중국 기업, 미얀마에서 새로운 천연가스 발굴 기
회 모색 

-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PC의 자회사인 ‘CNPC 
Southeast Pipeline’은 미얀마-중국간에 설치된 가스 
수송관 최대 활용을 위해 또다른 천연가스 공급망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13년 중반부터 30년간 계약으로, 포스코대우 가스
전에서 채굴된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남성으로 
수송


- 한편 CNPC는 라카인 주 소재 메이드 아이랜드에 LNG
터미널 건설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7.  오스트리아, 라카인 교량 건설에 자금 지원 
- 오스트리아 유니크레딧 뱅크는 라카인 쨔욱퓨 타운십 내 
킹차웅브릿지(양곤-쨔욱퓨로드) 건설을 위해 500만유로
를 무이자 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대출 조건: 상환기간 25년(8년 유예 후 17년간 상환, 
무이자)


• 대출금액의 15%는 교부금으로 제공되므로 미얀마 정
부는 85% 상환 의무만 지게됨


- 본 프로젝트 및 대출에 대해 1월말 의회 승인을 받았고 
건설 기간은 약 2년 소요


8. 미얀마-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 
- 러시아 국방장관의 미얀마 방문과 때를 같이 하여 1월 20
일 러시아 국방장관과 미얀마 군 사령관이 양국간 군함 
정박 절차 간소화 및 광범위한 군사 협력에 합의한 것으
로 알려짐


• 러시아 국방장관의 사흘간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 기간 
중 미얀마에 가장 먼저 들림 


• 러시아로부터 전투기(Su-30) 구입에 합의: 이 전투기
는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공격당시 사용한 기종. 
정확한 가격과 전달 시기에 대해서는 양국이 함구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국방부 차관이 의회에 10억달러 특
별 예산 편성을 요청한 바 있음


• 군사 기술 및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협력: 현재 약 600
여명의 미얀마 군인들이 러시아 고등 군사교육 기관에
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미얀마 군은 중국산 군사 장비 및 전투기 품질에 실
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로 알려짐


- 미국도 러시아와 미얀마간 전투기 매매에 대해 공식적으
로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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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VESTMENT
1. 로컬 기업들, 신규 호텔 오픈 계획 
<UIG> 

- 아마타 호텔 소유회사인 United International 
Group(UIG)는 2018/19 회계년도내 5개 호텔을 더 개
장할 계획이라고 발표


• 샨주: 인레 호수(객실수 93개, 10월 개장) 및 
Pindaya(객실수 50~60개, 2019년 1월 개장 예정)


• 타닝타리 관구: Myeik 다도해 지역 2곳


• Kayin 주: Hpa-an, 객실수 50~60개, 2019년 1월 
개장 예정)


- 신규 호텔 개장을 위한 자금은 IFC 대출금으로 조달


• 대출 금액 1,350만달러, 상환 기간 10년, 국제기준 이
자율 적용


• 이 자금으로 인레 및 바간 호텔 신축비용 조달

• 바간호텔: 168개 객실 규모, 2017년 11월 개장


• 신규 호텔 완공 후 IFC의 Excellence in Design for 
Greater Efficiencie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을 신청할 계획


- Myeik 다도해에 건설 예정인 두개 호텔(Bo Yar Nyunt 
Island와 Bar Lar Island, 객실 수 각 20~30개) 건축 비
용도 IFC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짐 


• UIG관계자에 따르면, IFC가 이미Myeik 다도해 지역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
에 UIG프로젝트에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한편 라카인 사태로 인해 라카인 주 Ngapali와 샨주 
Hsipaw의 호텔 객실 점유율이 25%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UIG: 아마타 호텔 & 스파로 대표되는 미얀마 회사. 소유
주인 윈아웅씨가 2003년 응아빨리에 호텔을 개장하며 관
광업에 진출 


<FMI Memories Group> 
- IFC는 2017년 로컬 재벌인 써지 푼(Serge Pun: 양곤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FMI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YOMA의 최대주주)씨가 이끄는 타닝타리 개발 위
원회 지원 협정서에 서명

• Tanintharyi 개발 위원회: Myeik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선도


- FMI그룹에서 관광 및 호텔 산업을 담당했던 Memories 
Group은 1월 5일, 우회상장을 통해 싱가포르 증권 거래
소에 상장. 미얀마 유명 관광지인 바간과 인레에서 열기
구 운영 회사


 
 

<IFC가 미얀마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이유>

- 미얀마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고 
2025년까지 연간 성장률 8.5% 전망


-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
을 하기 때문에 IFC의 사업목적과 부합


- 미얀마 관광 산업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선도 할 목적


- IFC는 2016년 9월 기준 미얀마에 3.86억 달러를 투자하
는 등 미얀마 민간 부문 투자에 큰 축을 담당


2. 미얀마 보험 협회, 외국 보험사와 업무 협조를 위
한 양해각서 체결 

- 미얀마 보험 협회는 미얀마 보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
국 보험 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

• 미얀마 보험 협회: 2017년 10월, 1개 국영 보험회사

(Myanmar Insurance, 1952년 설립) 및 11개 민영 
보험 회사(모두 2013년 영업허가를 받음)로 구성됨


• 양해 각서 체결에 따라 조만간 양곤에 보험 교육 기관
이 설립 될 예정


• 외국 보험 기관: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Insurance Institute of India, Malaysia 
Insurance Institute 및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of Insurance & Finance


- 한편, 1월 중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회사법 개
정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도 35%미만의 지분율로 미얀마 
로컬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언급


3. 일본 NEC, 미얀마 진출 교두보 마련 노력 
- 일본 IT기업인Nippon Electric Company(NEC)는 미
얀마 민관과 협력하여 미얀마의 공공 안전 및 보안을 위
한 기술적 해결책 제공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짐


• NEC: 안면인식, 문자인식 등 보안 전문 회사


•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

• 2017년 미얀마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대비 
훈련을 실시


- 인구 및 외국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보안 분야에 대한 미
얀마의 성장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




4. FMI, 양곤 500개 버스 정류장 교체 프로젝트 낙찰 
- YCDC는FMIDecaux가 양곤 관구내 현대식 버스 정류
장 교체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

• 대상이 되는 500개 버스 정류장에는 LED 스크린을 
설치하여 버스 도착 시간 및 양곤 일반 정보 등을 안내
할 계획


• 20년간의 BOT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교체 프로젝트
는 2018년 6월부터 18개월간 진행될 계획


• 프로젝트 예산: 1,300만달러 (디자인, 설치, 운영 및 
유지)


- FMIDecaux: FMI(지분율 40%)와 글로벌 광고 회사인 
JCDecaux 합작회사


- YCDC는 FMIDecaux에 20년간 500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부여


- 양곤 수상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양곤 관구에는 약 2천
개 이상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나머지 1,500여개 정류
장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


5. 글로벌 비료 회사 Yara, Myanmar 비료 사업 확대 
- Yara의 미얀마 법인인 Yara Myanmar 는 미얀마 농업
인의 생산성 증진과 품질 개량을 위해 노르웨이에서 NPK
비료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 미얀마 농업 개발 프로그램 및 로컬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병행


• 신규 도입되는 비료 가격 또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고 자신


- Yara Myanmar의 미얀마 농업 시장 분석

• 생산성이 낮고 농업인들은 적절한 비료 사용 방법을 
숙지 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적인 농작물의 경우 생산성은 태국의 50%에 불
과하고 비료 사용량도 태국의 ¼에 불과


• 로컬 농업인들과의 밀착 교육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 


- Yara Myanmar는 5년간 미얀마 시장을 관망해 오다가 
2017년 9월 미얀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 로컬 농업인들 교육 프로그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50만달러 투자 


• 신규 수입 비료는 장기적으로 미얀마 전역에서 판매될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만달레이, 사가잉, 마궤이 
및 샨주 등 북 미얀마 지역 시장, 특히 과일 및 채소용 
비료에 초점을 둘 계획


• 장기적으로는 미얀마에 비료 생산 공장도 건설할 계
획: 10년간 인도 시장 관망 후 지난 1월초 인도에 비
료 공장 설립


- 정부는 2017년 6월, 외국 비료 회사들에 시장을 개방


• 비료 수입 절차: 수입 예정 비료 농업부 테스트 통과   
-> 농업부 -> 제품 등록 인증서 및 비료의 수입, 저장, 
판매 라이센스를 수령


6. 위성 통신을 활용한 금융 거래 활성화 방안 논의 
시작 

- 아리안스페이스(Arianespace,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랑스 
위성발사 회사) 아세안 지역 담당 MD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미얀마 최초의 위성이 발사되면 은행을 불신해 
왔던 미얀마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 결과적으로 위성이 미얀마 경제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자신


- 최근 미얀마 은행들이 양곤 및 만달레이 지역에 앞다투어 
ATM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은 현실


•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도심 외곽 지역의 경우 잦은 고
장과 오류에 대한 우려 때문에 ATM이  설치되어 있더
라도 사용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


• 은행들은 교육 및 투자를 통해 은행 이용 인구를 늘리
고자 하지만 증가율은 여전히 낮은편


• 미얀마 전역 ATM 설치 댓수: 2,000대 이하. 인구 1백
만명 당 33대 수준으로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비율 


- 만약 위성을 통해 ATM을 운영한다면 24시간 365일 내
내 ATM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


- 인도네시아 사례

• 17,000개의 다도해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모든 섬
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및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
한 수단은 위성 통신 뿐


•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소액 대출 기관인 Bank 
Rakyat Indonesia (BRI)는 2016년 7월, 2.5억달러 
상당의 아리안스페이스 위성을 발사하여 다도해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힘


• 이로써 BRI는 세계 최초로 자체 위성을 소유한 은행
으로 기록


• 위성 통신을 장착한 후 BRI 수익은 150% 신장되었
고 이는 위성 투자 BEP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됨


• 현재 BRI는 두번째 위성을 발사할 계획

- 미얀마 위성 통신 계획


• 미얀마 정부는 외국 위성 통신 사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MyanmarSat2라는 자체 위성을 발사할 계획


• 지난해 10월 민쉐 부통령은 2019년 6월 새로운 위성
이 발사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미얀마 국영 통신사인 MPT는 MyanmarSat2에 약 
1.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 위성은 정부와 파트
너(공개거부)가 공동소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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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MI, 양곤 500개 버스 정류장 교체 프로젝트 낙찰 
<싱가포르 벤처 캐피털, 미얀마 nexlabs에 투자> 

- 싱가포르 벤처 캐피털 회사인 Vulpes Innovative 
Myanmar Investment Company는 창립 4년째가 되
는 디지털 컨설팅 회사 nexlabs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
표(다른 투자는 2017 MBRI Newsletter 9월호 참조)


• 현 투자사인 Bilbros capital partners도 추가 투자
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Nexlabs주력 분야


• 웹 및 앱 개발, 맞춤형 솔루션, BI(Brand Identity)관
리, 사회관계망 관리 및 분석 등 


• 주 고객: 싱가포르 관광청, 웨이브 머니, 시티마트 홀
딩스,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토탈 및 EU 

<Belt Road Capital Management, 미얀마 디지털 
회사에 투자 예정> 

- BRCM은 온라인 광고 회사인 DCG에 225만 호주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1월 중순 발표


• BRCM: 캄보디아 기반 사모 펀드 회사


• DCG: 호주에 기반을 둔 회사로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온라인 포털을 론칭


- BRCM은 현재 미얀마 회사에 대한 투자를 조율 중으로 
조만간 미얀마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예정되어 있
다고 밝힘


• 메콩강 유역 국가에 대한 투자에 초점

- 미얀마 디지털 관련 회사 중 아직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
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국에 비해 짧은 시간내 스마트폰 
사용자 및 인터넷 사용자 층이 넓어진 것을 감안하면 디
지털 관련 산업 발전 잠재성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

OTHER INFORMATION
1. 세금 감면 청원 증가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요청> 
- 미얀마 부동산 서비스 연합은 정부에 수입세와 인지세 감
면을 요청


• 과거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세 8% + 인지세 7%


• 현행 세율(2016/17 회계연도 도입): 30%

• 인지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는 부동산 중개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항변


-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 조정 계획이 있다고만 
답변


<예대 이자율 저감 요청> 
- UMFCCI는 은행 최대 대출 금리 인하와 최소 예금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


• 대출 금리 최대 이율: 13%를 10%로 인하 요구

• 예금 금리 최소 이율: 8%에서 5%로 인하 요구


- 현행 13% 대출 금리가 로컬 기업의 발목을 잡아 외국 기
업과 경쟁이 더 어려워 지고 있다고 주장


- 만약 기업들이 보다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
게 된다면 2019년부터는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예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은행 예금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경제의 선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


- KBZ 고위 관계자는 현재가 은행 이자율 조정에 적기라고 
강조


- 1월 24일 연방의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자율 저감
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대출 금리 최대 이율: 13% -> 11 %


• 예금 금리 최소 이율: 8% -> 7%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요청> 
- UMFCCI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기
업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세금 감면
을 요청


- 국세청은 2012년 부터 정부는 연간 단위로 세금을 줄여 
오고 있으며 미얀마 간접세율은 인근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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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SX, 2017 주식 거래량 2016에 비해 1/3 수준
으로 

- 상장된 4개 회사의 2017년 총 거래량은 220억쨔트로 이
는 2016년 거래량에 비해 1/3수준에 불과

• 2016년 거래: 250만주 이상 거래 되었고 금액은 약 

700억쨔트 수준


• 2017년 거래: 거래량은 260만주로 늘어났지만, 거래 
금액은 220억쨔트로 하락


• 2017년 3월 거래금액 34억짜트 � 12월 거래금액 
8.5억 쨔트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


-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온라인 주식 거래 
플렛폼을 오픈

• 온라인 거래 가능한 증권회사: Myanmar Securities 

Exchange Centre Co(MSEC), KBZ Stirling 
Coleman Securities (KBZSC), CB Securities 
(CBSC) and AYA Trust Securities Co.(AYA 
Trust)


• 미얀마에는 현재 약 32,000개의 주식 거래 통장이 있
음


• 온라인 주식 거래가 시작되면 미얀마 국민의 높은 휴
대폰 보급률에 힘입어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일일 온라인 거래 한도: 최대 1,000만쨔트(일반 거래
는 제한 없음)


- 2017년 12월 1일, TMH Telecom Public이 다섯번째
로 YSX에 상장되어 2018년 1월 26일에 거래 시작


• 최초 거래가 3천쨔트, 총 거래량 9,788주, 거래 금액 
314억쨔트


3. 미얀마 인터넷 사용인구 급증 
- MOA(Myanmar Online Advertising)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르면 미얀마 인터넷 서핑의 85%는 스마트 폰을 통
해 사용되고 인터넷 사용자의 65%는 페이스북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남


• 구글 크롬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인터넷 서핑의 10%
정도만 데스크 탑을 통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서핑 주 시간대: 오후 8시가 가장 많고 두번째 
많은 시간대는 오전 11시~오후 1시


• 유저의 30%는 삼성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J2 프라임 
모델이 가장 인기) 사용자이고 뒤를 이어 화웨이
(27%), 샤오미(18%), 비보(12%), 아이폰(10%)순


- 모바일 인터넷 사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가정용 인터넷 라
인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4.  유럽 및 두바이에서 왼편 핸들 차량 수입 시작 
- 2018 차량 수입 정책 변화로 오른편 핸들을 장착한 일본
산 중고차 수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유럽 및 두바이로부
터 왼편 핸들 중고차량이 수입되기 시작


• 일본차량 수입은 통상 2주 소요되는 것에 비해 유럽으
로부터 차량 수입은 2개월 소요


5. 2월, 지진 재해 지도 발표 
- 2월에 발표될 지진 지도에는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지진
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


• 정보원: 싱가포르 난양 공대 지진관측소 및 국내 대학 
지리학과 등의 공동 조사 결과


• 정보수집 기간: 2017. 11. 18~12. 5

- 이 지도는 1월 31일~2월 2일간 개최되는 지오 미얀마

(Geo Myanmar) 2018 심포지움을 통해 배포 승인을 받
은 후 대중에게 공개될 계획 


• 최초 지진 지도는 2005년에 발표되었고 2012년에 개
정된 바 있음


- 미얀마 내 잠재적 지진 위험 지역


• 만달레이 , 바고 , Phyu, Taungoo, 네피도 , 
Yamethin, Tharzi


• 주로 동 바고, 동 만달레이, 북 사가잉 및 서 카친주 

- 1월 12일 강도 6의 지진이 발생한 후 5.3강도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2주간 총 15차례의 지진이 발생


• 진앙지는 네피도와 양곤의 중간 지대인 Pyu

- 미얀마는 지진 발생이 비교적 빈번한 국가


• 1930~1956년 사이, 사가잉 지역에서 진도 7의 강진
이 6차례 발생


• 2012년 11월,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하여 26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속출


• 2016년, 고대 수도인 바간지역에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하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유적지의 사원
이 큰 피해를 입음


- 미얀마 사가잉 단층은 세계 주요 단층 중 하나로 지진 전
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6. Hpa-an지역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 여론에 직면 
- Kayin 주 Hpa-an지역에 건설 예정인 대형 석탄 화력 프
로젝트가 전문가들의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
고 거센 반발에 직면(2017MBRI Newsletter 6월호 
Issue Analysis참조)


• 토요타이파워미얀마(Toyo Thai Power Myanmar)
가 추진 중인 3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프로젝트


• 당초 몬주 예 타운십에 건설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
의 거센 반발로 취소된 바 있음


• 1,280Mw 발전소는 30년 + 10년 연장의 운영권을 
받은 바 있음


• 시행사: 태국 TTLC Public(95%지분)과 꺼인 주 정
부(5% 지분)간 합작 법인


- 현재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승인을 
받은 후 4년내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 타당성 조사를 완
료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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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회 반대 이유


•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이외에도 발전량의 상당부분이 
지역사회 공급이 아닌 태국에 재판매 될 우려가 있기 
때문


• 꺼인주 수상은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전량은 
국내 소비를 위해 국가 송전망에 배전 될 계획이라고 
밝힘


- 꺼인주는 현재 7개 타운십 중 3개 타운십에만 전력이 공
급되고 있음. 열악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력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알려짐


7. 시멘트 공장, 어민들의 강물 오염 민원 직면 
- 몬주 쨔익마로(Kyaikmaraw) 어민들은 생계 터전인 아트
라얀(Attrayan) 강을 오르내리는 화물선이 야기하는 오
염에 대해 주 정부에 문제 제기


• 마리아나 컨테이너 라인스(MCL)가 ‘MCM’시멘트 생
산에 필요한 석탄 및 암석을 운반


• 이 강물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
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어 왔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고 운
반선도 어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MCL은2016년 3월에 가동을 시작한 시멘트 공장으
로 일일 생산량 5천톤


8.  샨주 주민, 수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 반대 
- 1월 15일, 샨주 시민단체인 ASSR은 정부 및 IFC가 추
진중인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거세게 비난


- IFC가 샨주 Taunggyi에서 개최 할 예정이었던 미팅 목
적


• 2016년부터 진행해 왔던 ‘수력 발전 건설을 위한 전
력적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미팅


•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전략적 환경평가는 지역주민들
의 반대 의견에도 프로젝트를 밀어 부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정부와 IMF를 비난


- 2017년 12월 말, 약 1천여명의 주민들 및 농부들은 
Naung Pha Dam을 포함하여 Salween river유역 수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개최


• Naung Pha Dam에서 발전된 전기는 중국으로 수출
될 계획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옴


9. 메익 국경 지대를 통한 수출 증가 추세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태국을 잇는 7개 국경 검
문소 중 하나인 메익 검문소를 통한 수출이 수입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22일자 기준 총 무역금액 1.83억 달러 
중 수출액 1.33억달러, 수입액 5천만 달러를 기록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00만달러 증가한 
금액


- 미얀마-태국 총 국경무역금액은 10억달러 수준으로 수출 
2.93억달러, 수입 7.37억달러


• 미얀마-태국 국경무역지대: Tachilek, Myawady, 
Kawthoung, Myeik, Hteekhee, Mawtaung및 
Maese


• 이중 미야와디 검문소를 통한 거래가 가장 활발했으나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700만달러 정도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남


• 미얀마의 주 수입 품목: 화장품, 기계류, 식품, 농업장
비, 트럭 등


• 미얀마의 주 수출 품목: 수산물(생선류 및 게), 농산물 등 


10.미얀마-한국 무역금액 4.58억달러 기록 
- 1월 8일 상무부는 지난 7개월간 미얀마-한국 무역 거래
금액이 4.5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 미얀마 수출 금액: 1.75억 달러


• 미얀마 수입 금액: 2.83억 달러


• 미얀마 주 수입 품목: 화장품, 식품, 전자기기, 휴대폰 
및 소비재


• 미얀마 주 수출 품목: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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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BZ, 6년 연속 법인세 최고 납세 기업으로 등극 
- 1월 22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KBZ은행이 2016/17년
도 법인세 최고 납세 기업이라고 발표


- KBZ는 이 기간에 280억쨔트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
으로 알려짐


• 2011/12: 60억쨔트 이상


• 2012/13: 100억쨔트


• 2013/14: 170억쨔트

• 2014/15: 220억쨔트


• 2015/16: 230억쨔트


• 2016/17: 280억쨔트

• 2017/18: 320억쨔트(선납)


• 2018/19: 380억쨔트 납부 계획

- 법인세 납세 순위 10개 기업


• 4개 제조회사, 2개 은행, 2개 개발시행사 및 2개 무역
회사


• 200억쨔트 이상: KBZ


• 100억쨔트 이하: Diamond Star, Myawaddy 
Bank, Shwe Taung Development,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Myawaddy 
Trading, PT Power Trading, Thilawa SEZ 
Administration


• 50억쨔트 이하: Jing Hpaw Aun Jade and 
Jewellery, Myanma Awba


- 무역세 납세 순위


• 8개 무역 회사 및 2개 제조 회사


• Dagon Beverages: 200억쨔트 납부


• Myawaddy Trading, Denko Trading, PT Power 
Trading, Shwe Byaing Phyu, International 
Beverages Trading, Asia Energy, Royal 
Myawaddy Distillery, City Mart, Regency 
Material Trading 순


- 산업별 법인세 납부 1위 기업

• 은행: KBZ


• 소비재 생산: Diamond Star 


• 건설 및 토지 개발: Shwe Taung


• 무역: Myawaddy Trading


• 서비스: Thilawa SEZ Administration

• 보석: Myanmar Imperial Jade Gem & Jewellery 

for precious stone sector.

- 산업별 무역세 납부 1위 기업


• 소비재 생산: Dagon Beverages


• 무역: Myawaddy Trading


• 보석: Great Genesis Gems


• 건설 및 토지 개발: Shwe Taung


• 서비스: Octagon International Services

• 민간항공: Air K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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