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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INGO 등록

관련법률
- 단체등록법(The Law Relating Registration of Associations 2014)

자료 출처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 중앙등록기관(Union Registration Board)
-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KOICA 미얀마 사무소
- 2017년도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공모설명회(2016) - 미얀마의 NGO등록법 발제 자료

Ⅰ. 법적 근거
미얀마에서 NGO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단체등록법(The Law Relating to Registration of
Associations)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단체등록법은 종교 및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 정치 단체 또는 등록 안된 단체가 법적 권한 및 활동을 보장받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다. 본
법률에 의거하여 단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미얀마 현지 단체(Local Association)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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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단체(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이하 각각 LNGO, INGO)이다.1)

단체의 보호 및 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률은 2014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후 등록을 완료한 한국 단체는 굿네이버스, 더프라미스, 라파엘인터내셔널,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푸른아시아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길라잡이는 주무 기관 및 관계부처2)의 담당자들이

1부. INGO 등록

단체등록법은 등록, 관리부서 및 구성, LNGO 등록에 관한 사항, INGO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 갱신,

제공하는 문서 및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 기관 구성 : 내 무 부 장 관 ( 의 장 ) , 국 가 대 통 령 실 의 차 관 ( 위 원 ) , 외 무 부 차 관 ( 위 원 ) ,
기획경제부 차관(위원), 외교경제관계부서(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국장(위원), 일반행정부서 국장(서기), 법무부 국장(부서기)

2부. NGO 운영 및 활동

- 주무 기관 : 중앙등록기관(Union Registration Board) 3)

알아두기
2014년 7월 단체등록법 제정 이전, 기존 법안(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단체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단체등록법(The Law Relating to
Registration of Associations)에 근거하여 등록을 완료한 한국 NGO는 굿네이버스,
더프라미스, 라파엘인터네셔널,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푸른아시아이며, 이 중 세 개

3부. 미얀마 정보

Law No.6/88)에 의거하여 굿네이버스, 더프라미스, 지구촌공생회, 푸른아시아 총 4개의

단체는 올해 등록 갱신을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단체 등록 과정과 기준이
까다롭고 군부의 통제 하에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 관계 부처와 MOU를 체결하고 활동을
하거나 로컬NGO와 협력하며 활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록

1)	외국인은 LNGO 참여가 불가능하며, 등록된 단체와 업무 체결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이에 LNGO 등록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본 책자에 싣지 않았으며 관련된 사항은 부록의 단체등록법을 참고하면 된다.
2)	관계부처란 각 단체의 사업 성격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를 말하며, 이 부처와 MOU를 체결한다.
예) 학교 설립 및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 ▶ 교육부,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단체 ▶ 보건부
3)	단체등록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관할이며, INGO 등록 및 관리는 내무부 장관을 의장
으로 한 중앙등록기관(Union Registration Board)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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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 절차
등록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각 단체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에 추천서를
요청하고(Step1) 기획재정부(Step2), 외무부(Step3)에 각각 추천서를 요청한다. 추천서를 모두
받으면 내무부 소속의 중앙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Step4)한다.
Step 1.

관계부처

Ⅲ-2. 참조

Relevant Ministry

Step 2.

기획재정부

Ⅲ-3. 참조

단체
Association

Ⅲ-4. 참조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Ⅲ. 참조

Ministry of Planning &
Finance

Step 3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Step 4

: 추천서 발송

Ⅲ. 서류 준비
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단체등록법과 중앙등록기관에서 제공한 공문 예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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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등록 신청공문 4)

• 이사회(Board of Director) 명단 6)
• 이사회(Board of Director) 회원 신상정보 7) (이력서, 현지 직원 이력서 포함)
•사업

계획서(3년 이상의 사업 계획 기술 : 단체 소개, 활동의 목표, 활동내용과 전략 달성 방법,

1부. INGO 등록

• 등록신청서 5)

예산, 사업대상 등)
•State/Region

지방정부 허가서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추천서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추천서

1. State/Region 지방정부 허가서(허가요청 공문)

2부. NGO 운영 및 활동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부처의 추천서

사업 대상 지역이 위치해 있는 State/Region 지방정부에서 받은 허가서 또는 사업 허가를 요청한

2.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부처의 추천서

3부. 미얀마 정보

공문 사본을 제출한다.

가. 주무부서 : 관계부처에서 단체의 성격에 맞는 담당 부서를 추천

부록

4)	부록Ⅰ.단체등록서류 - 1.단체등록 신청공문 참조
5)	부록Ⅰ.단체등록서류 - 2.등록신청서 (양식-3) 참조
6)	부록Ⅰ.단체등록서류 - 3.이사회(Board of Director) 명단 (양식-4) 참조
7)	부록Ⅰ.단체등록서류 - 4.이사회(Board of Director) 회원 신상정보 (양식-4-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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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비서류
•추천서

요청 공문
•등록신청서

•이사회

명단
•이사회

회원 신상정보
•사업계획서

•MOU

초안 8)
* 그 외 통장거래내역서, 직원이력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 절차
1) 관계부처 방문 신청 : 추천 받은 주무부서에 방문하기 위한 신청공문 (단체 소개, 방문 목적,
방문자 명단, 일시 등 기입) 접수
2) 주무부서를 방문하여 MOU 체결에 관한 논의를 진행
3) 주무부서의 타당성 검토 과정 :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효성 및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사업 대상 지역(State/Region) 지방정부 또는 협력기관 점검, 등록 서류 내용 확인 등
4) 결과

공문 발송 : 추천서 원본은 내무부, 외무부, 기획재정부에 직접 발송, 추천서 사본이 단체로
발송 됨
5) 단
 체등록 절차 진행 : 등록서류 및 해당 부처의 요청 서류 구비(추천서 포함) ▶ 추천서 요청 공문
접수(기획재정부) ▶ 추천서 요청 공문 접수(외무부) ▶ 중앙등록기관에 단체등록 서류 접수(내무부)

3.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추천서
가. 주무부서 :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FERD)

8)	MOU 초안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단체등록 후,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
며, 관계부처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시) 보건부에서 받은 MOU의 구성 내용 : ① Introduction(Background history of Association), ② Objective
of MOU, ③ Benefit of people in project area by this MOU, ④ Project Description, ⑤ Estimated Budget for
3 years, ⑥ Responsibility of Association, ⑦ Responsibility of Department of Public Health, ⑧ Time frame
and other Terms of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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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할 : MOU 확인

•추천서

요청 공문
•관계부처에서

받은 추천서

1부. INGO 등록

다. 구비서류

•관계부처에

제출한 MOU 초안 : 영문, 미얀마문 각 1부
•단체
 소개 및 활동 계획서 : 영문, 미얀마문 각 1부

•외국인

직원 이력서, 사진, 여권 및 비자 사본
•현지인

직원 이력서, 사진, 신분증 사본

4.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추천서

2부. NGO 운영 및 활동

•지부
 직원 명단(조직도)

가. 주무부서 :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Economic Department(IOED)

다. 구비서류

3부. 미얀마 정보

나. 역할 :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단체가 소속한 국가의 본부 및 이사회 회원의 신상정보 확인

•추천서

요청 공문
•기획재정부

추천서 사본
•관계부처에서

받은 추천서 또는 State/Region 지방정부 추천서 사본
•단체
 프로필(INGO Profile)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
 직원 이력서 : 외국인 직원은 여권 사본 첨부

부록

•MOU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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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접수 및 승인
1. 신청 허가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중앙등록기관은 서류 접수 후 7일 안에 임시 등록증을 발급한다. 완전한
등록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은 5년간 유효하다.
* 등록비용 : 100,000MMK

2. 신청 불허
등록신청이 거절당한 단체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과 사유를 통보 받는다. 중앙등록기관과 논의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Ⅴ. 갱신
단체 등록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연례 보고서 9)(재정 및 활동보고)를 제출할 경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증 갱신 거절 통보를 받더라도 통보일로부터 120일까지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으며, 등록증 갱신 거절에 대하여 중앙등록기관에 청원하고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갱신 시, 기획재정부 추천서와 외무부 추천서는 불필요하다.
- INGO 갱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INGO 갱신 신청서
2) 미얀마 지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
3) LOA 협정서 또는 MOU 초안
4) 관계 부서의 추천서
5) 사업 계획서에 적힌 사업지 지방 정부 추천서

9)	갱신절차와 무관하게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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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등록단체의 의무 및 권리

연례보고서는 매년 12월 중앙등록기관에 제출한다. 정식 등록증 발급 후 기관 주소, 직원 교체 등과
같이 당초 승인한 내용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문(cover letter), 교체된 직원의 이력서(CV),

1부. INGO 등록

1. 보고의 의무

바뀐 조직도 등의 자료를 미얀마어로 작성하여 내무부에 알릴 의무가 있다.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NGO라 할지라도 미얀마 국내법과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고용과
노동에 있어서 미얀마 국내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3. 은행 계좌

2부. NGO 운영 및 활동

2. 준법의 의무

등록단체는 미얀마 내 모든 은행에서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의 각 부처는 MOU를 체결한 INGO 직원들의 비자 신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의 수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3부. 미얀마 정보

4. 비자 및 수입세 관련

5. 미얀마 정부의 보호
단체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사업 수행 시 미얀마 정부와 지방 행정 조직으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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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등록 서류는 미얀마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에 따라 영문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단체 등록 시 직원 명부에 현지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이 포함되길
권합니다. 미얀마 공무원들이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단체 등록 및 사업 진행 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일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정부기관 출입시 미얀마 전통의상 착용을 권합니다.
모든 정부부처 출입구에서 복장을 검사하고 있으며, 현지인일 경우 출입이 통제됩니다.
	공문을 접수하고 나면 수시로 업무 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무에
밀려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Q&A10)
Q. 단체등록법의 등록서류와 내무부에서 요청하는 등록서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중앙등록기관에서 제시한 공문 양식을 보면, 단체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부처,
외무부, 기획재정부의 추천서와 지방정부의 허가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단체의 사업이
정부부처의 정책 기조와 잘 맞는가?’, ‘단체는 장기적으로 책임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단체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등을 까다롭게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외무부, 기획재정부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허가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업무 협조와 관리뿐만 아니라 분쟁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업 통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단체등록법에 명시한 등록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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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0)

A. 중앙등록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관계부처의 추천서는 2개월 이상, 외무부는
1개월, 기획재정부는 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소 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체등록법에는 중앙등록기관에 등록서류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1부. INGO 등록

Q. 단체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한국 단체의 경험에 따르면, 서류 준비를
제외하고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등록 서류 준비 상태, 담당자의 업무

것입니다.

Q. 단체등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미얀마 정부의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체등록 신청 시 최근 개정된

2부. NGO 운영 및 활동

처리 속도와 결제 절차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단체등록법에 의거한 단체등록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단체등록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등록기관이 설명하는 추천서 발급 및 MOU 체결 방법과 각 부처의

결정하는 상급자나 해당 부서가 판단하는 기준이 각 부처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중앙등록기관에 문의하고, 관계부처의 담당자에게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부. 미얀마 정보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추천서 발급이나 MOU 체결을

부록

10)	국무부, 외무부, 관계부처 등을 방문하여 공무원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임이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18 NGO 길라잡이-미얀마

2부. NGO 운영 및 활동

Ⅰ. 비자
자료 출처
- 미얀마 이민인구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http://www.mip.gov.mm/

자료명
- Types of Visa, Fees and Duration
- The Required Terms and Conditions for VISA ON ARRIVAL

미얀마의 비자 제도는 2016년 1월 1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공시되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의 투자 유치 활성화, INGO의 활동 보장을 위해 비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행정구조와 업무 처리 관행상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길라잡이는 2018년 공시된 내용과 한국 NGO 사례에 의거해 작성하였다.11)

미얀마의 비자 종류에는 무상외교/공식예우비자, 공무비자, 관광비자, 상용비자, 고용비자,
사회비자, 종교비자, 유학비자, 언론인비자, 승무원비자, 워크숍/세미나/미팅/연구비자, 경유비자로
총 12종류가 있으며, 본 길라잡이는 이 중 NGO 활동 및 실무자와 연관되는 공무비자, 관광비자,
상용비자, 워크숍/세미나/미팅/연구비자만 다룬다.

11)	보다 자세한 비자관련 내용은 미얀마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민국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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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비자

비자 종류

단수

수수료

50USD

200USD

400USD

600USD

체류기간

70일

3개월

6개월

1년

UN으로부터 인정된 국제단체 또는 미얀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소속된 자
- 단체등록증 사본(앞/뒤)
- 관계부처 승인공문 또는 MOU사본

구비서류

- 단체 초청장
- 사진 2매
- 여권사본

2부. NGO 운영 및 활동

대상

복수

1부. INGO 등록

가. 공무비자(Official Visa)

- 사업 지역과 수행 업무가 정확하게 언급되어야 함
- 미얀마

정부의 정책과 법을 지키고, 문화와 관습을 해하지 않겠다는
준수사항에 서명(비자신청서에 포함)
- 복수비자

발급은 최초 입국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전처럼 70
일마다 출국해야 할 필요가 없고,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체류연장 신청
가능

3부. 미얀마 정보

비고

나. 관광비자(Tourist Visa)
수수료

40USD

체류기간

28일
휴가, 방문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귀국 항공권

구비서류

- 머무는 호텔 혹은 여행사 주소
- 일정표
* 비자연장 불가

부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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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일본 여건 소지자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함.12)

1. 새로운 비자 정책
- 한, 중, 일 3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동안 무비자
제도를 시행함.
- 중국 여권 소지자는 3개 국제공항에서만 무비자이며, 한국/일본 여권 소지자는 모든 국제공항 및
태국 국경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무비자임.
-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네피도(Nay Pyi Taw) 국제공항 및 양곤 국제 항구와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인 따칠레잇(Tachileik), 먀와디(Myawaddy), 꺼따웅(Kawkthaung),
티이키(Htee Kee) 검문소를 통하여 입국이 허용됨.
- 무비자는 관광 목적에만 허용되며 현지에서 연장이 불가능함.(단체여행, 자유 개인여행 포함)
- 비자 유효기간은 30일이며 연장은 불가능함.

2. 무비자 제도 도입 배경13)
- 2018년 상반기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 여행객은 1,8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00명이
감소하였음.
- 로힝야 사태로 여행 산업이 타격 받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3개국에 대하여
무비자 제도 시행을 하게 됨.
* 이 제도의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 시 대사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함.

12)	신문기사를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으나, 대사관에서 공식발표(안내)는 없는 상황임. (2018년 9월 기준)
13) 출처 :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chinese-japanese-s-koreans-get-visas-arrival-october.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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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대한민국 국적 관광객 대상 비자면제 지침 안내>
2018년 09월 27일 미얀마 외교부로부터 접수받은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

1부. INGO 등록

2018년 9월 27일, 주미얀마대한민국 대사관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공지를 안내하였습니다.

비자면제조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얀마 방문계획이 있는 한국
관광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면제가 가능합니다.
나.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검문소는 양곤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Yangon),
만달레이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of Mandalay), 네피도국제공항(International

2부. NGO 운영 및 활동

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들은

Airport of Nay Pyi Taw), 양곤 국제항구(International Seaport of Yangon),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인 따칠레잇(Tachileik), 미야와디(Mayawaddy), 꺼따웅(Kawthaung),

리콰다(Rihkhawdar) 검문소에 한합니다.
다. 비자면제는 관광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라.	관광비자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최대 30일간

3부. 미얀마 정보

티이키(Hteekee) 검문소 그리고 미얀마와 인도 국경 지역인 따무(Tamu)와

체류가능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마.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1) 미얀마 정부의 현지법과 절차, 명령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입국 심사 시 미얀마 이민국 및 관련기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국제 입국심사대를 통해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입국 시 “여행경비 입증(Show Money)”으로 공지되었던 미화 1,000달러 조건은 불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록

2) 여행제한지역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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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용비자(Business Visa)
비자 종류

단수

수수료

50USD

200USD

400USD

600USD

체류기간

70일

3개월

6개월

1년

대상

복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 미얀마에 입국한 날로부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회사, 기관 또는 관계부처의 초청장 또는 추천서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 사업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등 관련 입증서류
- 사업 예정인 경우 : 사업장 이름, 장소, 보증인, 본인의 직위
- 회사등록증,

부과된 세금납부 증명영수증(미얀마투자위원회 또는 관계
부처에 등록된 회사)
- 체류할 곳의 주소가 정확하게 언급되어야 함
- 부모를

동반하는 7세 미만 아동(부모의 여권에 기재된 자)은 비자
수수료 면제, 여권 별도 소지 아동은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사전 허가 없이 제한된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
-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신고

비고

-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이용하는 항공사를 통해 출발지 국가로 복귀
- 임금 유무 불문 직업 활동 금지
- 미얀마

정부의 정책과 법을 지키고, 문화와 관습을 해하지 않겠다는
준수사항에 서명(비자신청서에 포함)
- 복수비자

발급은 최초 입국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전처럼 70
일마다 출국해야 할 필요가 없고,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체류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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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워크숍/세미나/미팅/연구비자(Workshop/Seminar/Meeting/Research Visa)
40USD

체류기간

28일

대상

워크숍, 세미나, 미팅에 참석하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미얀마에 입국한 날로부터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1부. INGO 등록

수수료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회사, 기관 또는 관계부처의 초청장 또는 추천서
- 비자신청서
- 워크숍/세미나/미팅

참석을 위한 신청의 경우 : 주관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초청장
- 연구비자를

위한 신청의 경우 :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초청장
(체류기간 명기, FAPC(Foreign Affairs Policy Committee)의 승인)
* 모든 비자발급은 미얀마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관광/상용비자는 e-visa14)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구비서류

상용비자는 공항15)에서 도착비자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 해외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방콕, 쿠알라룸푸르, 홍콩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받는 것이 가장 편하며 2~3일
3부. 미얀마 정보

정도 소요된다.

부록

14)	http://evisa.moip.gov.mm
15)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국제공항

24 NGO 길라잡이-미얀마

2.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이민인구부

소속
회사나
단체

신청 공문 :
이름, 사유,
연장기간,
여권번호,
방문 목적 등
기재

관계부처

추천서 작성
후, 이민국과
단체에 송부

(Ministry of the
Immigration
and
Population)

승인 공문을
이민국가
등록처와
단체에 송부

체류연장
신청자

신청서,
관계 부처의
승인 공문,
회사의
추천서,
유효한 회사
등록증,
여권본,
사진 2매

Duration of Extension

Fee

One (1) day to three (3) months

USD 36

Three (3) months to one (1) year

USD 90

●

구비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는 회사나 관계부처가 없다면, 연장 불가

●

담당부서

이민주민
등록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체류 연장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Division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tay extension section
- 주소 : No. (122), Ground floor, Pansodan Street, Kyauktada Township, Yangon
Regional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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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 체류 벌금(Overstay Fines)

관련 당국 또는 미얀마 국제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지급해야 한다.
Fee

One (1) day to 90 days

USD 3 per day

Over 90 days

USD 5 per day

* 90일 이상 체류 할 경우, 출국 시 벌금 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증(FRC)을 요구할 수 있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Duration of Extension

1부. INGO 등록

본인의 비자 기간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체류로 인해 아래와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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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등록증(Foreigner’s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

대상 : 미얀마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머물기 원하는 외국인

●

등록처 : 이민주민등록부 신규등록 섹션

●

수수료 : 9USD (90일 초과 신청의 경우, 18USD)

●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 또는 관련 회사의 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진 5매, 이력서, 이민인구부의
승인 레터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Division of Immigration and Naturalized citizenship Section of Foreigner’s
Registration
- 주소 : No. (122), 1st floor, Pansoedan Street, Kyauktada Township, Yangon Regional
Division

* 외국인등록증은 매년 11월 30일 만료되고, 다음해 갱신은 12월 1일~12월 31일에 외국인 등록(신규) 섹션에서
기존의 외국인등록증과 9USD를 지불(12월 초과시 18USD)함으로서 갱신할 수 있다. 12월 갱신 기간 중 타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단체등록 및 MOU 체결이 된 INGO의 비자 신청 절차16)
미얀마의 INGO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최초 상용비자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려면, 소속 INGO와 관련 정부부처가 체결한 MOU가 있어야 한다.

16)	2016년 12월 1일 이전 한국 NGO의 사례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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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 비자신청서
- 출장증명서
(Travel Order)
- 단체등록증
사본
- 왕복항공권
- 사진 2매
- 여권사본

도착비자

상용비자

비자(체류)연장

- 비자신청서
- 단체등록증

사본
- 관계 부처 승인
공문
- MOU 사본
- 단체 초청장
- 사진 2매
- 여권사본

- 비자신청서
- 단체등록증

사본
- 관계 부처 승인
공문
- MOU 사본
- 단체 초청장
- 사진 2매
- 여권사본

- 비자신청서
- 단체등록증

사본
- 관계 부처 승인
공문
- MOU 사본
- 단체 초청장
- 사진 2매
- 여권사본

70일

70일

3개월/6개월/1년

신청기관

한국 내
미얀마대사관

도착비자
(국제공항), e-visa

미얀마 영사/
대사관

이민주민등록부

관계부처에 ‘도착
비자’신청 공문
(성명, 국적, 직위
/직무, 여권번호,
도착 공항명, 체류일,
MOU기간 및 사업
기재)과 신청자의
이력서, 여권 복사본
총 3부를 준비하여
3주 전에 송부하여
신청

관계부처에 ‘입국
허가 비자’ 신청 공문
(성명, 국적, 직위
/ 직 무 , 여권번호,
비자 신청대사관명,
체류일, MOU 기간
및 사업기재)과
신청자의 이력서,
TOR (Terms of
Reference), 여권
사본 총 3부를 2달
전에 송부하여 신청

없음

비고

* 연장 불가

* 연장 불가

부록

관계부처
승인절차
(사회복지부
기준)

관계부처에 ‘체류
허가와 반복 입국
허가’ 신청 공문
(성명, 국적, 직위/
직무, 여권번호,
비자만료일, 관계
부처에서 발급한
입국허가 비자 승인
공문의 날짜와 공문
번호, MOU 기간
및 사업 기재)과
신청 자의 이력서,
TOR(Terms of
Reference), 비자 및
여권 사본, 승인공문
사본 총 3부를 1달
전에 송부하여 신청

3부. 미얀마 정보

90일

2부. NGO 운영 및 활동

체류기간

1부. INGO 등록

구비서류

최초 상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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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미얀마 이민법은 90일 이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비자(70일)를 받고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집에 체류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에 해당되어 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 임차계약 체결 후 반드시 거주지역 동사무소 및 이민국 사무소에
거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거주신고 절차 안내>
① 거주지역 동사무소(약꿰용)에 필요한 서류(여권사본, 비자사본, 임차계약서, 임대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회사등록증, 거주신고서 등)을 제출.
② 동사무소 추천서, Form-6, Form-26 및 상기 서류 등을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묘네
나와까)에 제출하여 거주신고 완료.
- 거주신고서(Form-c)는 개인보관, 출국시 이민국 사무소에 반납해야 되고, 재입국시 다시
거주신고를 해야 함.

※ 상기 거주신고 절차는 동사무소 및 이민국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 자료 출처 :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mmr.mofa.go.kr

현지로의 접근 가이드, 우리 안의 약속 [ IN MYANMAR , DO & DO NOT ! ]
●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 1~3년 안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하기보다는 최소 9개월에서 1년 8개월까지 초기 세팅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장기적 관점으로 현장에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 미얀마 내에서는 파견인력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의존한 지부 세팅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을 갖추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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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지역 진입 시, 흐름 파악하기

- 지역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만, 여론을 조작하거나 우리 사람 심기 식의 과정을
밟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의 인력은 바뀔지라도 지역 여론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나 문화의 흐름을

1부. INGO 등록

- 지역의 역량, 조직의 유무, 지역개발을 위한 원동력 유무 등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얀마의 관점에서 시작하기
- 미얀마는 마을 내 조직(마을위원회 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조직 혹은 주민들을 활용하는 형태를 추천합니다.
다만, 닫힌 조직을 어떻게 열린 조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 사업의 성공 유무보다 지역 민심의 흐름이 장기적인 사업 수행 시 도움이 됩니다.

-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대부분 외부에서

- 본부, 단위사업, 펀딩기관의 원하는 바가 필요한 마을을 찾는 것도 방법이며, 가능하다면
여러 마을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공무원, 문화 등 기본적인 미얀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3부. 미얀마 정보

기획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미얀마 상황과 특성 고려하기
- 미얀마 내에서도 특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은 라카인, 사가잉과 같은 지역이지만 외국인이
접근 불가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NGO는 양곤 주에서 활동합니다.

의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양곤 인근에서 활동 시,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거주지가 인접하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나 이후 양곤을 벗어난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권장합니다.

부록

- 양곤 인근은 지역개발을 수행하기 힘든 지역이며, 특히 도시빈민들의 경우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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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서는 재정 지원을 원하지만 후원 기관은 주민조직 또는 역량강화에 주력하기
때문에 서로의 방향성에서 괴리감이 나타납니다.
- 만약 주민조직에 포커스를 맞출 시,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접근하기를 추천합니다.
- 주민조직에서는 현지직원이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외부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주고 기다리는 방법이 최우선임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소속 단체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과 소속 단체 및 활동가의 한계성을 주지하고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UN이나 미얀마 정부에서 발간하는 전략 페이퍼(분야 및 전략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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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지인 고용 및 관리

- Leave

and Holidays Act (1951) as amended 2014
- Labour Organization Law (2011)

1부. INGO 등록

관련법률

- Social Security Law (2012)
- 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2013)

- Payment of Wages Act (2016)
- Shops and Establishment Law (2016)
-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2015)
- 미얀마 외국인투자절차 개요와 투자 및 운영 관련 서식 (2015.12)

2부. NGO 운영 및 활동

- Minimum Wage Law (2013)

자료 출처
- Luther Law Firm Limited Myanmar(Labour Law in Myanmar March 2016)
-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 법무법인 지평(2015.12)

3부. 미얀마 정보

-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 -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미얀마 법률의 대다수는 식민지 및 독립 이전에 만들어졌다. 일부는 개정 되었으나 여전히 유효한
법안이 많다. 노동 관련 법률은 1900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민주화와 개방화
정책 노선 변경 후인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되고, 신규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법에는 노동조합법(2011), 사회보장법(2012), 최저임금법(2013) 등이 있다. 2015년부터 정부는

사회보장법의 경우, 시행령 제정과 기금 확보가 되지 않아 일부의 기금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록

표준고용계약서를 확정하고 각 지방노동사무소 및 회사에 하달하여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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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대체적으로 미얀마의 고용 관계는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r, immigration and
population)의 정책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 체계의 관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의 경우 여러 개의 법안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지침이나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라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영리회사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NGO의 경우, 일부 법에서는 비영리 단체 또는
개발 단체 등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명시되지 않는 법들이 있어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책이나 법제도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본 내용은 각 단체에서 고려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길 권합니다.

1. 고용
미얀마의 인구는 5천 4백만 명17)이며, 가용 노동 인구는 3천 8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높아 현재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감소될 전망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편이며,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공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어 문맹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쟁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학교 운영이
어렵고, 지방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의 문해율이 낮고,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갖추더라도 농사일을 돕거나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주입식

17)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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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식과 교육 커리큘럼의 부재, 낮은 교재 보급률로 인해 고급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지인에게 맞는 실무 및 조직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인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할 때는 지방노동사무소(Township Labor Office: TLO)에 고용 조건을

1부. INGO 등록

현지인 고용시 단체의 조직 문화 및 업무처리 속도 등이 현지의 문화 및 교육 수준과 맞지 않을

통지하고, 동 사무소로부터 입수한 응모자 리스트를 바탕으로 면접 후 채용할 수 있다. 고용 가능한
피고용자는 18세 이상이다. 여러 명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본부(Head Office)와 상담할 것을

경우도 많다.

2. 고용 계약

2부. NGO 운영 및 활동

권장하고 있다. 단, 고용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확실한 신원보장을 위해서 지인을 통해 채용하는

고용계약은 ‘고용과 기술개발 법률’(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Law, 2013)을
기반으로 한다. 고용 후 30일 이내에 피고용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2015년에 노동부에서 공고한 것이며, 중·대기업의 경우, 해당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고용계약서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서명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부. 미얀마 정보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권고사항) 아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의 구성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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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의 구성
1. 고용 유형
2. 수습 기간
3. 보수/임금/급여
4. 사업장 위치
5. 계약 기간
6. 근무 시간
7. 휴일, 공휴일 및 휴가
8. 시간외 근무
9. 근무 시간 동안 식사에 관한 합의
10. 숙박 및 유니폼
11. 의학적 치료
12. 통근편의 및 교통비 제공
13. 연수
14. 사임 및 해임
15. 계약의 해지
16. 회사의 의무
17. 종업원의 의무
18. 고용 계약의 상호 해제/갱신
19. 분쟁 해결
20. 본 계약의 수정 및 보완
21. 효력 발생일
22. 의무
23. 기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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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 -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1부. INGO 등록

자료출처

가. 임금 수준
미얀마에서 임금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평균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외국인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

급여체계 18)
- 기본급(Basic Pay)

2부. NGO 운영 및 활동

또는 외국계기업의 피고용자는 보통 2~3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 2011년 재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 시간외수당(Overtime Charges) : 시간당 계산하며 기본급의 200%
- 휴일수당(Holiday Charges) : 일수로 계산하며 기본급의 200%

●

산업별 인건비 비교
구분
외국기업/대사관

월급여(USD)

관리직(Manager)

700~900

사무직(Office Staff)

300~400

관리직(Manager)

300~500

봉제직공(Line Staff)

110~120

※ 자료출처 : KOTRA 양곤무역관

18)	이는 일반적인 급여 체계이며, 각 단체나 회사의 재량으로 그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록

봉제공장

직책

3부. 미얀마 정보

- 상여금(Bonus) : 연간 100~2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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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 임금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노동이민주민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최저 임금을 확정하였다. 지난 3월 5일, 위원회는 미얀마 노동인민주민부에 최저임금을 기존
최저임금 대비 33% 인상된 4,800MMK로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고용기업의 미얀마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해 2018년 5월 14일부터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일 8시간 근무 기준)

시급

일급

월급19)

600MMK

4,800MMK(USD3.55)

144,700MMK(USD107)

다. 해고수당
2015년 7월 3일, 미얀마 정부는 피고용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측에서 제공해야 되는
근무기간에 따른 해고수당(severance pay) 기준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부 내부지침과 현지 판례 등에 따라 고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급여의 100~500%를 지급해 왔었으며, 이로 인한 노사간 갈등의 소지가 많았다.

19)	주변국 최저임금 월급 비교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조사)
: 미얀마 107USD, 캄보디아 170USD, 베트남 176.31USD, 태국 313.39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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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별 해고수당

6 ~ 12개월

1개월 급여의 50%

1년 ~ 2년

1개월 급여

2년 ~ 3년

1.5개월 급여

3년 ~ 4년

3개월 급여

4년 ~ 6년

4개월 급여

6년 ~ 8년

5개월 급여

8년 ~ 10년

6개월 급여

10년 ~ 20년

8개월 급여

20년 ~ 25년

10개월 급여

25년 ~ 이상

13개월 급여

2부. NGO 운영 및 활동

지급액

1부. INGO 등록

근무기간

자료원: Myanmar Alinn

 1단계: 서면경고 1회

●

●

2단계 : 서면경고 2회

3부. 미얀마 정보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 시에는 최소 3차례의 경고 후 해고할 수 있다.

 3단계 : 서면경고 및 확약서 청구(3회 누적)

●

최후의 방법으로는 퇴직보상금 지급 필요 없이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노동 조건
부록

가. 수습 기간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임금의 75%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용자를
해임 또는 면직할 수 있으나,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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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 기간
본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다. 노동 시간
법정 근무시간은 산업공단의 경우 주 44시간, 개인 매점이나 기업의 경우 주 48시간이며, 초과
근무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 휴가의 종류 및 일수
미얀마의 법정 휴가(휴무 및 휴일법,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주휴일(Weekly Holiday) : 1일/1주, 점포 및 상업시설은 회사가 정하는 날, 공장은 일요일

●

 임의 휴가(Casual leave) : 6일/1년. 모든 근로자 대상, 사전 고지, 개인용무, 3일 이상 연속 사용

●

불가
 연차 유급 휴가(Earned leave) : 10일/1년, 12개월 연속 근무한 근로자 대상, 실무상 3년까지

●

이월할 수 있다.
 병가(Medical leave) : 30일/1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제출

●

 출산 휴가(Maternity leave) : 출산 이전 6주+출산 이후 8주+유산 6주, 사회보장법 적용 대상

●

근로자의 경우 쌍둥이인 경우 4주 추가, 남성-배우자 임신기간 중 15일

마. 무단결근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거나 보고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무단결근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승인 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는
경우, 징계조치나 해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고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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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의 해지

폐쇄/중단, 회사 또는 피고용자의 계약 규정 위반, 피고용자의 사망, 피고용자의 유죄 판결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부. INGO 등록

계약 기간 만료, 공장 폐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업무/운영의

5. 사회보장법

부담해야 한다. 본 기금은 질병, 출산, 사망, 고용상해, 취업불능 등의 경우에 사용되거나,
퇴직시 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기금이 충분치 않아 보건 및
사회복지기금, 가족지원기금과 부상기금은 운영되고 있으나, 취업불능수당, 연금, 유족, 실업, 다른
사회보장혜택(예: 주택 계획 등)을 위한 기금 운영은 보류 중이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미얀마에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2012)에 따라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을

사회보장법의 적용 대상은 5명 이상을 고용한 단체로 등록 신청을 하고 사회보장기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권고한다. 납부액은 피고용자 월급의 최대 5%로 계산하고, 고용자는 3%, 피고용자는

6. 노동조합

3부. 미얀마 정보

2%를 부담한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10월 11일, 일하는 현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용자 간 또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조합이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법(The Labour Organization Law, 2011)을 제정하였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사업장에서 노동 가능한 연령의 모든 피고용자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활동별로 설치된 노동조합 중 한 곳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부록

조합원으로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자신과 관련된 사업별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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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현지 직원 고용 시, 해당 사업 분야를 경험해 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지역
행정 기관의 추천 혹은 공고(Job Net, Facebook, MIMU 등)를 통해 채용 가능하며, 대부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채용 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수당(적립금 형태)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 커리어를 위해 최소 3년 이상은 근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 가능자를 채용하지만 언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로컬NGO 경험자가 업무 처리 능력이 높다는 의견이 있으니 채용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얀마 내 한국NGO의 현지 직원 임금은 평균적으로 200,000 ~
300,000kyat에서 시작합니다. (영어 혹은 한국어 가능자 기준) 이는 각 단체 상황 및 직원 업무
능력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부.
미얀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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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미얀마 정보
Ⅰ. 일반정보
자료출처
-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 -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1. 개요

미얀마 국기

미얀마 지도 20)

20)	위키피디아, 미얀마의 행정구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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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수도

네피도(Nay Pyi Taw)

면적

676,577㎢(한반도의 약 3배, 남한의 약 6.7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28℃, 연평균 강우량 2,500mm)
- 여름 : 2월 말 ~ 5월 중순
- 우기 : 5월 하순 ~ 10월 말(거의 매일 비)
- 겨울 : 11월 초 ~ 2월 중순(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

인구

5,148만명(2015년5월 정부 발표), 가용 노동인구(3,298만 명)

주요도시

버마족(70%), 소수족(샨,카렌,카친,몬,친족 등) 130여 종족(25%),
기타(중국계(3%), 인도계(2%))

언어

미얀마어(정부, 기업인, 호텔 종사자들은 영어 구사하나 대부분은 영어구사 불가),
소수민족 고유어

종교

불교 89.5%, 기독교 5%, 이슬람교 4%,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3%

시차

우리나라보다 2시간30분 느림

건국일

1948년1월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부록

민족

3부. 미얀마 정보

- 양곤(Yangon) : 현 경제 중심지(교역의 80% 수행)인 경제수도
- 네피도(Nay Pyi Taw) : 201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행정수도
- 만달레이(Mandalay) : 제2의 도시로 중북부 경제 중심지 및 불교 중심지이며
영국 식민통치 전 제국의 마지막 수도
- 빠떼인(Pathein) : 양곤에서 서쪽으로 160Km 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 쌀
및 수산물(새우) 생산 중심지

2부. NGO 운영 및 활동

미얀마 연방 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989년 버마(Burma)에서 미얀마(Strong & Fast 의미)로 국명 변경

1부. INGO 등록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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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 윈 민트(Win Myint), 취임일: 2018년 4월 1일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양곤대학교 지질학/법학 전공, 66세, 1951년 출생
•부통령 :
(1) 민 쉐(Myint Swe), 취임일: 2016년 3월 30일(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65세, 만달레이 출생
(2) 헨리 반 티오(Henry Van Thio), 취임일: 2016년 3월 30일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57세, 탄랑시 출생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 : 아웅산수지 여사(Aung San Suu Kyi), 취임일:
2016년 3월 30일

2. 역사
자료출처
-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http://mmr.mofa.go.kr/
- Myanmar Times, www.mmtimes.com

가. 고대(BC 5세기 - AD 11세기 중반)
 티베트 방면에서 티베트 및 버마어를 사용하는 제부족들이 남하하여 1044년까지 할거

●

●

BC 480년경 미얀마에 진출한 몬족은 BC 3세기에 첫번째 왕국인 수반나부미 (황금의 땅) 건설

※ 몬족

: 중앙아시아로부터 미얀마에 이주한 최초의 종족으로 언어상 ‘몬-크메르어족’에 속하며, 현재 태국캄보디아 근처에 주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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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간(Bagan) 왕조(1056-1287)
 1056년 아노야타(Anawrahta) 왕(1044-1077)이 몬족을 정복하고 중부 미얀마를 장악하여 바간

●

 아노야타 왕은 Theravada 불교(상좌부불교)로 개종하여 미얀마 불교의 기틀 완성 : 몬족의 불교는

●

Theravada 불교라 하여 미얀마 불교의 주류 형성

1부. INGO 등록

왕국을 창건함으로써, 버마족에 의한 최초의 통일 이룩

다. 몽고의 침공과 분열(1287-1531)

 이후 200년간 샨, 버마, 몬족 등 각 소수민족 국가가 병존하면서 패권쟁탈을 위한 각축전 전개 :

●

몬족과 샨족 간 40년 전쟁(1385-1425) 등

라. 토옹구(Toungoo) 왕조(1531-1752)

2부. NGO 운영 및 활동

 1287년 쿠빌라이칸의 몽고군 침공으로 바간 왕조 붕괴 : 몽고군은 1299년 퇴각

●

 1531년 따빈슈웨티(Tabinshwehti)가 페구에 토옹구 왕조를 건립하여 두 번째 버마족의 제패를

●

기록

마. 꼰바웅(Konbaung) 왕조(1758-1886)
 1758년 알라웅페야(Alaungpaya) 왕이 다시 몬족을 격퇴하고, 슈에보에 꼰바웅 왕조를 건립

●

3부. 미얀마 정보

 1752년 프랑스의 무력지원을 받은 몬족에 패망

●

 이는 제 3차 버마족의 패권쟁탈로, 미얀마 역사상 최대의 세력 확장

●

바. 영국•일본 식민시대(1886-1948)
 꼰바웅 왕조의 세력 확장은 결과적으로 당시 인도 내 영국 세력과 충돌, 제1차(1824-26),

●

 1937년 4월 영국 의회가 개정 버마통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마는 인도에서 분리되어

●

직할식민지와 자치령의 중간적 법적 지위 획득

부록

2차(1852), 3차 전쟁(1885)을 거치면서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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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일본은 남기관(南機關)을 설치하여 ‘아웅산’을 중심으로 한 ‘30인의

●

동지’를 지원하였고, 버마 독립의용군을 조직하여 1942년 3월 양곤을 점령한 후 1945년 8월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버마를 지배
 버마 독립을 위해 영국군 및 일본군과의 무장투쟁 과정 중 영웅이 된 아웅산 장군이 1947년 7월

●

각료회의 중 암살된 후 우누가 임시정부의 총리로 등장
 1947년 12월 영국 의회의 ‘버마 독립 법안’ 가결로 독립기반 형성

●

사. 버마 독립과 우누의 사회주의(1948-1962)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영국 연방에서도 탈퇴 : AFPFL(반파시스트

●

인민자유연맹)이 집권(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엄정중립주의 표방)
 우누 총리는 1962년 3월 네윈 총사령관의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10여 년간

●

재임하면서 신생국의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반란에 따른 내전 등으로
집권 기간 중 많은 어려움에 봉착

아. 버마식 사회주의(1962~1988)
 1962년 3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은 1963년 1월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적 정신가치를

●

접목시킨 이론인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발표하여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이념으로
정립
 버마식 사회주의 개혁 작업의 핵심은 국유화 추진이었으나, 생산•서비스 등 전 경제분야에 걸친

●

국유화 추진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민간부문의 활력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경제 침체가
심각, 마이너스 성장 기록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등에 따른 국민적 불만은 1988년 3월부터 수 개월간의 대규모

●

반정부 시위를 유발하였고, 군•민 충돌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정부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네윈은 1988년 7월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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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민주화 운동과 현 군사정부(SLORC→SPDC)의 등장(1988-2002)
 1988년 3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반정부 시위와 네윈의 사임, 시위대와

●

봄’이라 명명 : 1988년 4월 아웅산 수지 여사는 모친 간병 차 귀국하였다가 반정부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버마의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배경 등에 힘입어 국민적 지지

1부. INGO 등록

군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 그후의 군부 쿠데타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 진통 기간을 일명 ‘랑군의

획득
●

1988년 9월 18일 네윈의 막후 조종에 의한 소몽(Saw Maung) 국방장관 겸 총사령관 주도의 친위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 장악, 사회주의 포기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 천명
 SLORC는 1989년 6월 국호를 ‘미얀마 연방’으로 변경(미얀마는 ‘결속’을 의미)

●

 1990년 5월 27일 실시된 다당제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국민연맹(NLD)이 압승(전체 의석의

●

82%를 차지)을 거두었음에도 군정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1991년 2월 4일 소몽 SLORC

2부. NGO 운영 및 활동

쿠데타 발생으로 SLORC(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군사정부 등장 : SLORC은 모든 통치기구를 해체,

의장은 민주국민연맹(NLD)에 정권 이양 의사가 없음을 표명
※ 군정은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해 2010년 11월까지 수차에 걸쳐 가택연금 조치

계승(소몽 의장은 건강상 이유로 모든 공직 사임) : 1997년 11월 15일 SLORC을 해체하고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를 출범
 1997년 7월 제30차 ASEAN 외교장관회의(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함께 ASEAN 가입

●

3부. 미얀마 정보

 1992년 4월 23일 딴쉐(Than Shwe) 국방부장관 겸 SLORC 부의장이 SLORC 의장직

●

 2002년 12월 네윈 사망

●

차. 군사정부의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2003~2014)
 2003년 8월 딴쉐 SPDC 의장은 겸직하던 총리직을 사임하고 킨윤 SPDC 제1서기를 후임으로

●

따른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1차 회의를 개최(각 민족, 각계 계층 참석자 1천여 명
대부분을 정부가 지명)
 2004년 10월 킨윤 총리가 축출되고 SPDC 제1서기 소윈(Soe Win)이 총리직 취임

●

부록

임명하였으며, 킨윤 총리는 2003년 8월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4년 5월 로드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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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네피도로 행정수도 이전 개시, 2006년 2월 완료

●

 2007년 9-10월 군정의 유가 대폭 인상 조치로 인해 승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

시위 촉발 : 군정의 유혈진압으로 최소 10여 명의 사망자 발생
 2007년 10월 소윈 총리 지병으로 사망, 떼인 세인 SPDC 제1서기가 총리 취임

●

 2008년 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 재해로 13만 8천여 명의 인명 손실 발생

●

 2008년 5월 국민투표(투표율 98.12%, 찬성율 92.48%)를 통해 신헌법 채택

●

 2010년 11월 총선을 통해 의회 구성(연방의회, 지방의회)

●

 2011년 2월 연방의회를 개원하여 3명의 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하원 출신 부통령인 떼인

●

세인(당시 총리 겸 USDP 21) 당수)을 민선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
 2011년 3월 군정 통치기구 SPDC의 마지막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권한을 민선 정부에 이양하고

●

공식적으로 해체
 2011년 3월 신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는 일련의 대통령령을 공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신정부 활동

●

개시
 2012년 4월 1일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 Kaw Hmue 지역 하원의원으로 당선,

●

민주국민연맹(NLD)은 보궐선거에서 45석 가운데 43석 차지
 2012년 미얀마의 민주화 물결로 인해 미얀마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정책, 규제 사항

●

등을 삭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임. 정치적 안정으로 외국 투자가
본격화 됨
 2013년 떼인세인 대통령, 정치범 석방

●

카. 민주국민연맹(NLD)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 수립(2015~ )
 2015년 11월 총선 실시, NLD의 압승

●

 2016년 4월 1일 아웅산수치를 국가고문관으로 한 우띤조(U Htin Kyaw) 대통령 체제 시작.

●

대통령실의 1개 부처와 연방정부의 20개 중앙부처로 내각 개편
 2016년 8월 22일 USDP 당수 떼인세인 사임. 딴테이(Than Htay) 취임

●

 2018년 3월 31일 띤 쩌 대통령 사임. 3월 28일 윈 민(Win Myint) 대통령 선출

●

21)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Developement Party)

49

3. 정치제도

- 위키피디아, 미얀마 헌법 (www.wikipedia.org)
- Myanmar Times, www.mmtimes.com(2015. 11)

1부. INGO 등록

자료출처

-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11월 7일 총선이 실시되어 2011년 1월 31일 의회가 구성됐다.
2003년 미얀마 군부가 발표한 7단계 민주화 로드맵에 따라 2010년 총선거가 실시됐고, 그 결과
2011년 1월 31일 의회가 개원되어 입법부가 부활하게 됐다. 지난 2015년 11월 8일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 2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미얀마의 정치체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2008년 5월 국민투표로 채택된 신헌법에 따라 2010년

사법부는 연방최고법원, 각 주의 사법위원회(고등법원), 자치구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5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헌법에 따라 2011년 4월 31일 설립되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미얀마의 연방최고법원은 미얀마의 헌법 상, 가장 높은
사법 조직이며, 항소의 최종 심의를 한다. 법원은 법원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부. 미얀마 정보

1명의 소장과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판관은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법부는 하원(Pyithu Hluttaw, lower house), 상원(Amyotha Hluttaw, upper house), 상하원
합동 연방의회(Pydaungsu Hluttaw, 이하 연방의회), 지방 의회(State and Region Hluttaw)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은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국회의원 선거 후 90일 내 국민의회 개회, 국민의회 개회

된다. 임기는 5년이고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부록

15일 내 양원 합동의회 개최. 후보 3명중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 나머지 2명은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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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군부의 정권 이양 및 테인 세인(Thein Sein) 정권 출범

●

- 2008년 5월 국민투표로 개정된 신헌법에 따라 2010년 11월 총선거 실시, 2011년 1월
의회 구성
- 2011년 2월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는 상/하원 및 군부에 의해 각각 추천된 3명의
부통령 중 하원 추천 부통령인 테인 세인(Thein Sein) 총리를 임기 5년의 미얀마 민선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 기존 군정 통치 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는 2011년 3월 30일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체
 2016년 NLD 신정부 출범

●

- 2015년 11월 8일 미얀마의 첫 민주선거라 할 수 있는 총선 실시, 선거 결과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전체 의석 664석에서 390석을 차지하여 집권
- 2016년 3월 15일 연방 합동의회에서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 소속의 띤 쩌(Htin Kyaw)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민주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가 뽑은 첫 대통령
- 2018년 3월 31일 띤 쩌 대통령 사임. 3월 28일 윈 민(Win Myint) 대통령 선출
 정부 조직

●

- 테인 세인 정부는 대통령실 6개 부처와 연방정부 36개 중앙부처로 구성
- 2016년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 실시, 대통령실 2개
부처와 연방정부의 20개 중앙부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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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원의회 구성(Upper Parliament, Amyotha Hluttaw)

선거로 선출

Kachin
12석

Kayah
12석

Kayin
12석

Chin
12석

Mon
12석

Rakhine
12석

State
84석

Ayeyarwady

Sagaing

Tanintharyi

Bago

Magway

Mandalay

Yangon

Region

12석

12석

12석

12석

12석

12석

12석

84석

군대 : 25％ 추천
상원의회 정당별 의석수현황
의석수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135

60.3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11

4.9

Arakan National Party

10

4.5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3

1.3

기타 정당 22)

9

4.0

Military appointees

56

25.0

Total

224

100

3부. 미얀마 정보

정당명

2부. NGO 운영 및 활동

56석

1부. INGO 등록

Shan
12석

※ 출처 : Myanmar Times, UEC / 2015년 11월 기준
부록

22)	Ta’ang National Party, Zomi Congress for Democracy, Mon National Party, National Unity Party, Pa-O National
Organisation,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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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원의회 구성 (Lower Parliament, Pyithu Hluttaw)

선거로 선출

Shan
55석

Kachin
18석

Kayah
7석

Kayin
7석

Chin
9석

Mon
10석

Rakhine
17석

State
123석

Ayeyarwady

Sagaing

Tanintharyi

Bago

Magway

Mandalay

Yangon

Region

26석

37석

10석

28석

25석

36석

45석

207석

110석

군대 : 25％ 추천
하원의회 정당별 의석수현황
정당명

의석수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255

58.0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30

6.8

Arakan National Party

12

2.7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12

2.7

기타 정당 23)

14

3.2

반란으로 인한 취소 의석수

7

1.6

Military appointees

110

25.0

Total

440

100

※ 출처 : Psephos - Adam Carr’s Election Archive / 2015년 11월 기준

23)	Pa-O National Organization, Ta’ang National Party, Lisu National Development Party, Zomi Congress for
Democracy, Kachin State Democracy Party,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 Wa Democratic Party,
Independ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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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의회 및 대통령 선출

의원 중 각 1인씩 선임하여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최대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며, 나머지는
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원의회(440명)

선거 : 168명 선출

선거 : 330명 선출

군대 : 56명 추천

군대 : 110명 추천

대통령후보 추천 :

대통령후보 추천 :

대통령후보 추천 :

Myint Swe ▶ 부통령

U Htin Kyaw ▶ 대통령

Henry Van Thio ▶ 부통령

지방의회 의석은 총 864석이다. 그 중 644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324개 시(township)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할 수 있다. 2015년 선거에서는 샨 주(Shan state)의 7개 지역에서 무장반란에
의해 선거가 무산되어 14석을 제외한 총 630개 의석이 채워졌다. 나머지 25%는 군대의 추천으로

3부. 미얀마 정보

라. 지방의회(State and Regional Hluttaws)

2부. NGO 운영 및 활동

상원의회(224명)

1부. INGO 등록

연방의회는 상원의회와 하원의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선출은 상원의회와 하원의회, 군대 추천

채워진다.

◦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상황

- NLD의 수장인 수지 여사는 외교부 및 대통령실 장관이자 국가자문역을 역임하고 있으나,
사실상 친정체제를 통해 실권 행사
* 틴 쩌 대통령은 수지 여사의 개인기사 출신

- 민선정부가 집권하였으나, 아직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군부의 권력이 막강한 상황

부록

1) 국내 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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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는 헌법에 의해 의회 664석 중 166석(25%)을 자동으로 보장 받음

- 신정부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군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화해 유지
2) 대외 관계 개선
-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펼쳐 미국 등 서구권과 관계 급격히 개선
-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짐
3) 소수민족 갈등 심화
- 미얀마는 7개 Division과 7개의 State로 구성된 다민족 연방국가로서, State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자치주의 성격을 보임
- 버마족이 다수(70%)이나, 샨, 카렌, 카친, 몬, 친 등 130여 소수민족 존재
- 2017년 8월, 미얀마 정부와 라카인주의 로힝야족 사이 무력 충돌 발생

라카인(Rakhine)주, 로힝야(Rohingya) 사태
로힝야족은 전 세계에 약 220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130만 명이
미얀마에, 그 중 약 100만 명이 방글라데시 접경인 라카인주에 거주하고 있음. 방글라데시에도
30~5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40만 명, 파키스탄에 약 20만 명이 살고 있음.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8~9세기 무렵부터 아라칸(지금의 라카인) 지역에 정착하였던
아랍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에 방글라데시나 주변국에서 온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고 벵갈리(Bengali)라고 부름.
언어는 인도 아리아어 계통의 로힝야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이로 인해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에서 사회적,종교적 갈등이 발생함.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나, 1978년 군부의 나가민 작전(불법 이주자 추방) 이후 문제가 격화되었으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다 최근(2017.8.25.)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군 초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자 정부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출처 : 연합뉴스(2017/9/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1/02
00000000AKR20170901120200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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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 -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1부. INGO 등록

자료출처

◦ 신정부의 경제 정책
1) 주요 경제 정책 기구

추진
- 기재부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제
조정위원회(NECC, National 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는 월례 회의를 통해
무역, 재정, 통화, 투자 등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조정

2부. NGO 운영 및 활동

- 신정부는 국가경제조정위원회, 국영기업민영화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등을 설립, 경제개혁

2) 정부의 정책 방향
- (민영화) 과거 군부 독점 국영기업의 불투명한 형태를 방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

- (개방) 폐쇄적 경제정책을 대외개방 노선으로 전환하였으나, 제도적,법적 장애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잔재
- (자본시장) 주식거래 개시(2016년) 및 보험시장 개방(2017년) 등 고도화 추진

3부. 미얀마 정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영화 추진

- (재정) 재정적자 누적으로 무사원조,차관 유치를 통해 경제정책 추진 노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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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2015-2017)
구분

2015*

2016

2017

GDP 성장률(%)

7.3

6.3

7.5

1인당 GDP(USD)

1,148

1,269

1,375

소비자물가지수(CPI)**(%)

10.0

7.0

6.9

수출실적(백만 USD)

11,137

11,066

12,208

수입실적(백만 USD)

-16,578

-17,784

-19,721

무역수지(백만 USD)

-5,441

-6,718

-7,513

외국인투자금액(GDP대비%)

7.1

5.9

6.5

실업률(%)

4

4

4

※ 출처: IMF. 단, 실업률은 미얀마 중앙 통계청
주: * 각 회계연도(4월1일-다음해 3월 31일)기준
**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12년 물가를 기준으로 측정

나. 산업구조
농업(36.1%), 공업(22.3%), 서비스업(41.6%) (2016년, CIA)

다. 교역규모
 2015-2016 회계연도(2015년 4월1일~2016년 3월 말 기준)

●

- 수 출 : USD 111 억 3,650 만
- 수 입 : USD 165 억 7,780 만
- 무역수지 : USD -54 억 4,130 만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1일~2017년 3월 말 기준)

●

- 수 출 : USD 120 억 662 만
- 수 입 : USD 172 억 1,226 만
- 무역수지 : USD -52 억 11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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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역품
 수출 : 천연가스, 옥, 의류, 쌀, 검은콩, 광물, 수산물 및 관련품

●

마. 프로젝트

1부. INGO 등록

 수입 :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비철금속 및 제조품, 시멘트, 의약품, 전자제품 및 부품류

●

 신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진행 중

●

- 단, 재정부족으로 PPP 또는 국제기구와 투자국의 원조자금을 유치하여 자금 조달

전환, 프로젝트 발주 감소
주요 프로젝트 현황
투자국

위치

규모

양곤 순환철도
개선 프로젝트

일본 JICA

양곤시

600million
달러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국제기금
(MDB 미정)

양곤
상수도개선
프로젝트

일본 JICA

미얀마
E-Goverment
데이터센터
구축
사가잉,
친, 라카인
주요도로지역
긴급보수공사

시기

내용

2022 -38개 역, 46km 선로,
완료예정
122대 기차 운행
-양곤(흘레구)만달레이(보넷지)를
연결하는 도로 유지 및
보수

양곤시

53million
달러

2018
~2021

-노후된 상수도 개선.
쿠보다 건설사와
POSCO 건설 합작

EDCF

네피도

0.6million
달러

2018
~2020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ADB자금으로 진행

WB

사가잉,
친,
라카인

200million
달러

2018
~2022

-잦은 산사태 및 도로의
안전성 문제. 건설부와
농업부에서 사업 수행

부록

양곤- 70~90million 2018
만달레이
달러
~2021

3부. 미얀마 정보

프로젝트 명

2부. NGO 운영 및 활동

- 최근 재정부족 및 지역분쟁으로 인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기존 프로젝트 완료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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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단위
자료출처
- 미얀마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MIMU), www.themimu.info
-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www.gad.gov.mm
-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미얀마는 8개의 주요 민족에 14개주(7개 Division, 7개 State)로 구성돼 있다. ‘District’는 미얀마
민족으로 구성된 일종의 직할 주이고 ‘State’는 주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치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미얀마가 다민족, 연방국가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지방정부의 장도
군장성급이 맡고 있다. 지방정부산하에는 ‘Township’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인
‘군’이나 ‘구’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Township’ 아래에 ‘Village’가 있다.
가. 행정단위
1st
Division(주)

2nd
District(도)

3rd
Township(시)

4th
(동)

5th
(면)

Union Territory 1개

2개

8개

-

-

Region 7개
State 7개

73개

322개

Ward 2,548개

-

-

12개

Self-Administered
Division 1개
Self-Administered
Zone 5개

Village tract 13,742개 Village 65,148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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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지방정부의 행정 구역 현황
주도

Districts Townships Towns Wards Village Tract Villages
4

18

31

165

596

2,555

2

까야 주
Kayah State

로이코

2

7

10

44

74

517

3

까옌 주
Kayin State

파안

4

7

18

86

376

2,097

4

친주
Chin State

하카

4

9

17

62

465

1,349

5

사가잉 주
Sagaing Region

사가잉

10

37

50

270

1,756

5,993

6

타닌타리 주
Tanintharyi Region

다웨이

3

10

18

90

265

1,236

7

바고 주
Bago Region

바고

4

28

51

328

1,414

6,448

8

마궤 주
Magway Region

마궤

5

25

32

197

1,539

4,790

9

만달레이 주
Mandalay
Region

만달레이

7

28

51

328

1,414

6,448

10

몬주
Mon State

모울메인

2

10

16

102

368

1,148

11

라카인 주
Rakhine State

시트웨

5

17

26

171

1,044

3,742

12

양곤 주
Yangon Region

양곤

4

45

21

743

621

2,143

13

샨주
Shan State

타웅지

13

55

85

508

1,561

13,776

부록

미치나

3부. 미얀마 정보

까친 주
Kachin State

2부. NGO 운영 및 활동

1

1부. INGO 등록

No State/Region

60 NGO 길라잡이-미얀마

No State/Region

주도

Districts Townships Towns Wards Village Tract Villages

14

에야와디 주
Ayeyarwady Region

파테인

6

26

44

296

1,919

11,897

15

네피도
Nay Pyi Taw

-

2

8

8

58

187

796

75

330

457

3,396

13,601

63,287

Total
다. 자치구 및 자치관구 현황

24)

Name

수도

Township 수

설명

다누 자치구

핀다야
Pindaya

2

다누족의 자치 구역으로 샨 주의 2개
군구가 따로 빠져서 만들어졌다.

라우까이
Laukkai

2

코캉족의 자치 구역으로 샨 주의 두
군구를 포함하여 만들어졌다.

라헤
Lahe

3

이 지역은 미얀마 북서부 지역에 거주해
온 나가족의 자치 구역으로 레쉬, 라헤,
난윤이라는 세 개의 군구로 구성되며
원래는 사가잉 주에 속했던 곳들이다.

호퐁
Hopong

3

파오족의 자치 구역으로 샨 주의 세
군구를 포함하여 만들어졌다.

남샨
Namhsan

2

팔라웅족의 자치 기구이며 행정
중심지는 남샨이고, 북부 지역인 샨
주의 2개 군구가 떨어져 만들어졌다.

-

샨 주의 호팡 관구, 몽마오 관구 그리고
팡와운 관구, 남판 관구, 맛만, 팡상
관구 등으로 이뤄진다.

Danu Self-Administered Zone

코캉 자치구
Kokang Self-Administered Zone

나가 자치구
Naga Self-Administered Zone

파오 자치구
Pa’O Self-Administered Zone

팔라웅 자치구
Pa Laung Self-Administered
Zone

와 자치관구
Wa Self-Administered Division

호팡
Hopang

24)	본 자치구와 자치관구는 2008년 새 헌법에 따라 신설된 미얀마의 자치구로 2010년 8월 20일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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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관기관

가.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1부. INGO 등록

1. 한국 기관

• 주소 : No.97, University Avenue Rd, Bahan Township, Yangon
• 전화 : 01-527142~4, 515190

• 비상 연락처 : 09-421158030(위급 상황이나 급한 용무, 주말이나 공휴일, 24시간 연락가능)
• 이메일 : myanmar@mofa.go.kr
• 홈페이지 : mmr.mofa.go.kr

2부. NGO 운영 및 활동

• Fax : 01-513286

나. 한국 국제 협력단 (KOICA) 미얀마 사무소
• 주소 : No.514(A), 4 Ward, Waizayandar Road, South Okkalapa Township, Yangon

• 홈페이지 : http://www.koica.go.kr, https://www.facebook.com/koica.myanmar

다. KOTRA 미얀마 양곤 무역관

3부. 미얀마 정보

• 전화 : 95-1-8500801~3

• 주소 : Sakura Tower, No.339, Bogyoke Aung San Rd., Kyauktada Township, Yangon
• 전화 : 01-255453~6
• Fax : 01-255457
• 이메일 : yangon@kotra.or.kr
부록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ya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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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미얀마한인회
• 주소 : Plot No.126, Corner of Hnin Thit Sar Street(2) and Hnin Pan Street, Snow
Garden Housing Township, Yangon.
• 전화 : 09-43118713
• 이메일 : hanin@myanmahanin.com
• 홈페이지 : www.myanmarhanin.com, http://cafe.daum.net/myanmarhanin

마. 한국 정보지
1) 한인회 회보
• 주소 : Plot No.126, Corner of Hnin Thit Sar Street(2) and Hnin Pan Street, Snow
Garden Housing Township, Yangon
• 전화 : 09-43118713
• 이메일 : cnucontents@hanamail.net
• 홈페이지 : www.myanmarhanin.com, http://cafe.daum.net/myanmarhanin
• 카카오톡 : yangonhanin
2) 모닝미얀마
• 전화 : 09-796868763, 09-421013732
• 이메일 : yangon@yangon.co.kr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mmkmagazine
3) MyanKore
• 주소 : N0 65/C, Eaiksarthara St, Thingangyun Township, Yangon.
• 전화 : 09-450065916, 09-968814850
• 이메일 : cnucontents@hanamail.net
• 홈페이지 : www.myankoretimes.com, https://www.facebook.com/myankore

63

2. 미얀마 연방정부 부처(Ministry) 25)
홈페이지

세부내용

Ministry of
www.presidentPresident Office office.gov.mm

Office: President Office, Nay Pyi Taw
- Tel: 067-3409077
- Fax: 067-3409559

Ministry of State www.presidentCounsellor
office.gov.mm /counsellor
Office
office

Office: President Office, Nay Pyi Taw
- Tel: 067-3409077
- Fax: 067-3409559

Ministry of
Commerce

www.commerce.gov.mm

Ministry of
Construction

Office No.2, Nay Pyi Taw.
- Tel: 067-3407158, 3407037
- Fax: 067-3407347, 3407444

Office No.11, Nay pyi taw
- Tel: 067-3407584
www.construction.gov.mm
- Fax: 067-3407181
-E-mail: pwscon@construction.gov.mm

www.mod.gov.mm

Office No.35, Nay Pyi Taw.
- Tel: 067-3408025, 3408023
- Fax: 067-3408024
- E-mail: moculture@gmail.com
Office No.20, Nay Pyi Taw.
- Tel: 067-3409091/96

25)	2017년 11월 기준 : 정부사무소와 대외협력부 2개의 부처를 신설하였음.

부록

Ministry of
Culture and www.culture.gov.mm
Religious Affairs
Ministry of
Defence

Office No.3, Nay Pyi Taw.
- Tel: 067-3408002
- Fax: 067-3408004
- E-mail: moc@commerce.gov.mm

3부. 미얀마 정보

Ministry of Transport
www.mcit.gov.mm
and Communications

Office No.15, Nay Pyi Taw.
- Tel: 067-3410004
- Fax: 067-3410130, 3410013
- E-mail: moai.myanmar@gmail.com

2부. NGO 운영 및 활동

Ministry of
Agriculture,
www.moai.gov.mm
Livestock and
Irrigation

1부. INGO 등록

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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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Ministry of
Education

홈페이지
www.myanmareducation.edu.mm
www.moemyanmar.net

세부내용
Office No. 13, Nay Pyi Taw.
- Tel: 067-3407131, 3407121
- Fax: 067-3407461
- E-mail:
moemyanmarwebmaster@gmail.com

Ministry of
www.moep.gov.mm
Electric Power
www.energy.gov.mm
and Energy

Office No.2, Nay Pyi Taw.
- Tel: 067-3410666
- Office No. 33, Yangon.
- Tel: 01-215666

Ministry of
www.mnped.gov.mm
Planning and
www.mof.gov.mm
Finance

Office No.26/34, Nay Pyi Taw.
- Tel: 067-3410184/5
- Fax: 067-3410189

Ministry of
Resources and www.moecaf.gov.mm
Environmental www.mining.gov.mm
Conservation

Office No.28, Nay Pyi Taw.
- Tel: 067-3405004
- Fax: 067-3405071
- E-mail: mofpma@mptmail.net.mm

Ministry of
www.moh.gov.mm
Health & Sports

Office No.4, Nay Pyi Taw.
- Tel: 067-3411353, 3411358~9

Ministry of Home www.myanmarhuman
Affairs
trafficking.gov.mm

Office No.10, Nay Pyi Taw.
- Tel: 067-3412201
- E-mail: atu.mpf@gmail.com

Office No.33, Nay Pyi Taw.
- Tel: 067-3406056, 3406057
Ministry of Hotels www.myanmartourism.org
- Fax: 067-3406464
& Tourism
www.hotel-tourism.gov.mm
- E-mail: dg.dht@mptmail.net.mm,
dht.mht@myanmar.com.mm
Ministry of
Labour,
www.mip.gov.mm
Immigration and
Population

Office No.23, Nay Pyi Taw.
- Tel: 067-3404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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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홈페이지

세부내용

Ministry of
Information

www.moi.gov.mm

Office No.7, Nay Pyi Taw.
- Tel: 067-3412323, 3412328
Office No.14, Nay Pyi Taw
- Tel: 067-3409035, 340902~3
- E-mail: pbanrda@mptmail.net.mm

Ministry of
www.mofa.gov.mm
Foreign Affairs

Office No.9, Nay Pyi Taw

Ministry of
Social Welfare,
www.mswrr.gov.mm
Relief and
Resettlement

Office No.23, Nay Pyi Taw
- Tel: 067-3404021, 3404022, 3404050
- Fax: 067-3404335

Ministry of Ethnic
Affairs

-

-

Ministry of Union
Government
Office

-

-

Ministry of
International
Corporation

-

부록

※출처 : KOTRA 양곤 무역관,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RESIDENT OFFICE (List
of the union ministry)

3부. 미얀마 정보

Ministry of
www.mba.gov.mm
Border Affairs

2부. NGO 운영 및 활동

www.industry.gov.mm

1부. INGO 등록

Ministry of
Industry

Office No.30, Zay Ya Htar Ni Road, Nay
Pyi Taw.
- Tel: 067-3405135, 3405050, 3405333,
3405334, 3405336
- Fax: 067-3405052
- E-mail: ministryofindust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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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 내 NGO 현황
가. 재미얀마 한국NGO협의체(Korean NGO Federation in Myanmar)
재미얀마 한국NGO협의체는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한국NGO들의 협의체로서 기관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얀마 내에서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미얀마
국내 및 국제NGO기관들, 정부, 기업, 지역단체, 학술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미얀마를 보다 건강한 국가로 변화,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고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연혁
 2014.01.17 재미얀마 한국NGO협의체 발족

●

 2016.10 현재 정회원 8개 단체 활동 참여

●

2) 임원진(2018년 7월 기준)
 회장 : 기아대책 (한충열 PM)

●

 부회장 : 굿네이버스 (장은창 지부장)

●

 총무 : 글로벌호프 (최재형 지부장)

●

 회계 : 지구촌공생회 (윤리지 단원)

●

 서기 : 로터스월드 (김영준 단원)  

●

3) 협의체 회원단체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나눔과기쁨

로터스월드

글로벌호프

더프라미스

지구촌공생회

따뜻한하루

* 2018년 7월 정회원단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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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활동

총회 실시
 워크숍 : 현지활동 및 다양한 현장경험 공유, 협력강화 등을 위한 연 2회 워크숍 실시

●

1부. INGO 등록

 정기회의 및 총회 : 연 5회의 정기회의 실시 및 당해년도 활동보고, 임원선출 등을 위한 연 1회의

●

 기관방문 :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기관방문 실시

●

 기타 활동 : 친목도모, 정보교류를 위한 친교모임 등

●

주요 사업 분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보호 및 교육, 보건·수질·위생·환경 사업, 소득 증대,
긴급구호, 정책제안, 사회간접시설, 파트너쉽

글로벌호프

기숙학교 아동청소년 교육멘토링 사업, 공립학교 IT교육 센터
운영사업

글로벌비전

청소년기숙사 교육지원 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
사업(세미나, 보건, 교육), 체육시설(풋살구장건립), 학교 건축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나눔과기쁨

소액대출사업, 휠체어 나눔, 소득증대사업

더프라미스

교육지원, 지역개발, 인도적 지원

따비에

3부. 미얀마 정보

단체명

2부. NGO 운영 및 활동

나. 한국 NGO단체 및 분야

도서관 발전활동, 어린이 발전활동, 청(소)년 발전활동

따뜻한하루

교육 지원 및 결연 사업, 지역개발사업

로터스월드

교육사업, 의료사업, 환경 및 위생사업

비비비코리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류사업, 한국 미얀마 교류 사업의 인재양성

부록

밀알복지재단

어린이교육지원사업(방과후교실, 주말특활교실, 도서관),
미찌나 난민캠프지원, 유치원 운영 및 지원, 청소년 교육 지원,
대학설립준비(네피도 국제대학, 2020년 개교계획), 미찌나
평화대학(직업기술 특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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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주요 사업 분야

세계가나안농군학교

가나안 정신교육, 농업 기술교육, 컴퓨터 교육, 식수사업, 보건복지
사업

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교육프로그램(희망교실-영어, 미술, 인성교육), 아동결연

아시아교류협회

청년한국문화교류, 한국어교육사업, 장학사업지원

월드투게더
위드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구개구순열 수술지원, 아동진료 및 안과 수술 지원, 어린이 결연, 개인
후원 안과 수술 지원, 신규사업 개발
직업교육사업, 어린이교육사업(유치원, 방과후교실, 장학멘토링)
교육사업(학교,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 아동후원), 식수사업
도시이주빈민을 대상으로 한 싸이카은행, 아동기초교육,
영세농민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재단 인도적지원(긴급구호, 재난위험경감)
푸른아시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량강화 사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득사업, 교육환경개선, 수원개발 및 물접근 환경 개선 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학교보건 인프라 구축, 근거 중심의 건강증진 활동, 학교보건 학술/
기술 전수, 건강생활실천 보건계몽교육, 사업평가 및 워크숍

하나를위한음악재단

교육사업(초등학교 교사 음악교육 교수법 지원 사업), 문화예술
컨텐츠(음악교육, 예술가 역량강화, 커뮤니티 문화 활동 활성화 사업)

단기봉사단, 중기봉사단(5개월 간 미얀마 공립 기관에서 교육봉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노력봉사, 현장프로젝트 사업 등 진행)파견 및 현지 대학, 봉사활동
기관 파트너쉽 구축
한벗재단
GIC

휠체어 보급 사업
의료 사업(구개구순열 무료 수술 프로젝트,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지원, 무료 종합클리닉 운영)

※ 출처 : 재미얀마 한국NGO협의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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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ocal Resource Centre (LRC, 이하 LRC)

2008년 나르기스 사이클론 때,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구호 및 복구 사업을 위한 공동 노력의

1부. INGO 등록

1) 단체소개

일환으로 지역 사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LRC를 설립했다. LRC는 나르기스 사이클론이
발생했을 때, 국내외 단체 활동가들 간의 보다 나은 협력과 옹호활동, 역량개발을 통해 단체간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공식적인 단체 등록을 마치고
활동하고 있다.
LRC의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LNGO는 129개이며, 13개의 네트워크가 있다(2012년
기준). LRC는 만달레이, 라시오 등 전국 4곳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NGO와 CSO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현지인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의뢰가 가능하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15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재난대응시 현지인 및

 이메일 : lrcyangon@lrcmyanmar.org, admin-officer@lrcmyanmar.org

●

 홈페이지 : www.Ircmyanmar.org

●

2) 주요업무

3부. 미얀마 정보

 페이스북 : www.facebook.com/LRCMyanmar

●

 단체 운영 및 책무성 향상 등을 위한 능력개발 트레이닝 시리즈 제공

●

 책무성과 교육 워킹 그룹 운영

●

 지역 조사 연구 및 옹호 활동

●

 교육 및 회의 장소 대여

●

 기사 알림 및 뉴스레터 제공

●

 매월 LNGO 이슈에 대한 토론 조직 및 촉진

●

 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정보 수집, 주소록 발간 및 업데이트

●

부록

 정보 센터 운영 : 양곤, 만달레이, 몰라미얀, 라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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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등록 상담

●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조직

●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운영

●

3) 정보센터 주소 및 연락처
 양곤 : 3F, Salomon Business Center, No.224-A, U Wisara Rd, Bahan Tsp, Yangon /

●

01-536428, 09-253397749~52 / lrcyangon@lrcmyanmar.org
 만달레이 : No. D/14, Quarter 903, Mya Nandar Housing, 78 St, Corner of Yangon-

●

Mandalay Rd and Sitkhing Road, Chanmyatharsi Tsp, Mandalay / 011-201484 /
manadarayco@gmail.com
 라시오 : No. 23, Naung Mo Lane, Quarter1, No.4 Area, Lashio, Nothern Shan State /

●

098-23177, 09-444001571 / lashioro@gmail.com
 몰라미얀 : No. 9, Pearl St, Mayangon Quarter, Mawlamyine, Mon State / 09-31406793,

●

09-255835788, 09-255803217

라.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MIMU, 이하 MIMU)

1) 단체소개
MIMU는 2007년 UNDP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현재 EU, 캐나다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UNHCR(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관리하에 UN 기관, 국내외 NGO들과 미얀마
기반 기부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전략적 지침을 받아 활동한다.
MIMU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는 인도주의,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UN, 국내외 NGO 등 61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MIMU는 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얀마 최대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다.
MIMU는 UN, NGO, 기부자 그리고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인도주의 및 개발 활동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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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일반적인 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국단위부터 최소 행정단위까지 분류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내외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코딩화되어 있는 자료 검색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지도 정보 및 정기적인 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1부. INGO 등록

단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있다. 또한, 다양한 단체들의 워킹 그룹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

a. 연락망, 회의 스케쥴, 3W(what, where, who) 기술서 등 제공
b. 보고서 및 출판물 수집 및 제공
c.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기반한 광범위한 기준 데이터 제공

2부. NGO 운영 및 활동

2) 주요업무

 중복 지원과 지원 공백을 조정하기 위해 마을과 기관의 활동을 표시한 정확한 지리정보시스템과

●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를 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핵심 기준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

활용하기 위한 정보관리네트워크와 지리정보시스템 워킹 그룹을 구성

3) 주소 및 연락처

3부. 미얀마 정보

고품질 지도 제공

 주소 : No. 5, Kanbawza Street (Opposite Pearl Condo), Bahan Township. Yangon P.O.

●

Box 650

 이메일 : info.mimu@undp.org

●

 홈페이지 : www.themimu.info

●

부록

 전화 : 01-2305663, 09-4500399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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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정보
1. 주거지 및 사무실 계약
자료출처
- KOTRA 양곤무역관, http://www.kotra.or.kr/KBC/yangon
- Sweet Home 부동산중개사무소

양곤 시내의 사무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편으로, 현대화된 사무실 빌딩의 부족으로 거주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부족한 공급을 반영한 듯 임대료가 2011년 이후
급증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이 원활히 공급되는 최고급 빌딩의 임대료는 ㎡당 연간
50~60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상업용 빌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상업용
빌딩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 증가 및 미얀마의 국제적인 개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 따라 사무실 부족 현상 및 임대료가 점차 개설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거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
주거용 단지나 상업용 건물 등의 경비원에게 문의하면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임차 계약은 통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하고, 선불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계약서는 가계약서(Deposit
Contract)와 최종계약서(Final Contract)로 나뉘며 중개수수료는 6개월 단위는 월세의 반, 1년
단위인 경우는 한달치 임대료를 지급하는 추세다. 주거지를 사무실로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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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점검 사항 안내

●

세부 분류

설명

수질
수도

배수
수압

수도는 상수도 또는 지하수 공급 여부 확인 필요. 만약 지하수를
이용한다면 수질 확인 필수, 물탱크의 위치를 확인하여 실내나 집과
비슷한 높이에 있을 때는 수압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1부. INGO 등록

분류

수압기
전기 세이프가드
전기콘센트 위치
전기콘센트 개수
방범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방범장치
쥐

방역

바퀴벌레

미얀마인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생을 잘 하지 않기에
각종벌레들이 기생함. 쥐나 바퀴벌레가 있을 경우 사전 방역을 하고
입주해야 함.

근무지와의 거리
교통편
주변
환경

시장(마트) 위치
큰 길과의 거리

도심은 교통 체증이 심각한 곳이 있음. 이에 근무지와의 거리와
교통편, 시장 등의 위치를 고려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큰 길과
인접한 곳인지 확인해야 함.

3부. 미얀마 정보

도마뱀, 모기, 개미

안전을 위해 필수.

2부. NGO 운영 및 활동

전기

지방보다 나은 편이지만 도심도 여전히 정전이 자주 되는 편이고,
공급되는 전압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있는 집이라면
세이프가드 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신이 사용할
전자제품을 고려하여 전기코드의 위치 및 개수를 확인해야 함.

소음
냉방기
채광
통풍

건기의 경우, 4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냉방기가 없을
경우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주방용 가스통의 위치가 통풍이
잘되는 곳에 있는지 확인 필요.

가스통 위치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집수리 여부

전기세, 수도요금 등이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함.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여 비용 지불 등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입주할 필요가 있음.

부록

실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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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통역
미얀마의 공식 언어는 미얀마어(버마어)이다. 미얀마 인구의 80% 이상이 미얀마어(버마어)를
사용하며, 전체 인구의 10%는 태국어를 할 줄 안다. 태국과 가까운 샨 주에는 태국어 사용자가 많다.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로 소수 민족의 언어를 포함하면 약 107개의 언어가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한류의 여파와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한국어학과가 있는 대학교 인근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많으며, 그 수요를
고려하여 최근 양곤대학교에 세종학당이 개원했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통역 및 번역비가 영어나 일어(30~40USD)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편(50~100USD)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차이로 인해 NGO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현지인을 구할 경우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얀마에서의 통역 일당(미얀마인 기준)은 80~100달러 내외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는 80달러가 적정하다.

 한국인 통역 (2018년 6월 기준)

●

성명

통역 가능 언어

직업

연락처

이메일

천기홍

미얀마어

Pacific Asia 건설
근무

(95-9)500-3126,
alan93@hanmail.net
(95-1)661524

신명혜

미얀마어

자영업

(95-9)519-5861 onyxthir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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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인 통역 (2018년 6월 기준)

●

직업

연락처

Ms. Khin San Win

한국어

프로 프리랜서

95-9-512-6813 jisu.myanmar@gmail.com

Mr. Lynn Kyii Htun

한국어

자영업

95-9-7300-3663 lynnkyii@gmail.com

Mr. Dae Wa
Aung

한국어

한국어학원
강사

95-9-541-5563 daewaaung@gmail.com

Ms. Khin May Zin

한국어

프리랜서

Ms. Mya Thiri Aung
Sandar Khaing

한국어

프리랜서

95-9-455208084

이메일

smartmay7@gmail.com

95-9-4314-3223 mirinae528@gmail.com

 통역 및 번역에 대한 상담안내

●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활동내용

한혜경
181-5, A1 St, & U Mg Mg Soe Rd, Mayangone T/S, Yangon
099-73515140
한국인 교사4명, 현지인교사 1명
초급1반, 초급2반, 초급3반, 중급반, 고급반(6개반, 130여명)

3부. 미얀마 정보

주소

양곤 KB 한국어학당(비비비 코리아)

2부. NGO 운영 및 활동

통역 가능 언어

1부. INGO 등록

성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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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전/환율
자료출처
- KOTRA 양곤무역관 -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미얀마 화폐단위는 차트(Kyat)이며, MMK(Myanmar Kyat) 또는 Ks(Kyats)로 표기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 단위는 50, 100, 200, 500, 1,000, 5,000, 10,000MMK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10월 1일부로 공식 환전소를 개소하였으며, 공식 환전소는 공항, 쇼핑몰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여행자 수표 및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 경비에 해당하는 달러화 현금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공항이나 은행에서의 환전 시 환율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은행에 따라 하루에 최대
USD500~2,000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닳은 화폐의 경우 환전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깨끗한 화폐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폐가치에 따른 환율이 달라지므로
USD100 또는 USD50의 고액 달러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는 미얀마에서 환전할 수 없으며, 미얀마 화폐를 한국에서 환전할 수도 없다.
 연평균 환율 변화(MMK : USD)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63

934

984

1,161

1,234

1,363

1,438

 2018년 9월 4일 기준 환율 비교(USD 매입기준)

●

중앙은행 고시

KBZ 은행

사설환전소(양곤 시내)

1,517MMK

1,517~1,540MMK

1,535~1,542MMK

* 한화 100원 = 135.99MMK

차트화 약세의 원인으로는 만성화된 달러화 부족,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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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과 소포
1부. INGO 등록

자료출처
- 양곤 중앙 우체국(YANGON GENERAL POST OFFICE)
- EMS 우체국, www.ems.com.mm

가. EMS 우체국

한국에서 미얀마로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 EMS 또는 DHL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저렴하고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EMS 서비스가 무난하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도 역시 EMS
또는 DHL을 이용할 수 있다. EMS는 대략 일주일, DHL은 3~4일 소요된다. 소포의 가치가 50달러
이상의 경우, 물건 및 양에 따라 해당 관세를 지불해야 찾을 수 있다. 단, 소포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2부. NGO 운영 및 활동

미얀마의 우체국 시스템은 매우 열악해서 물건을 찾거나 보낼 때는 직접 우체국까지 가야 한다.

발송을 하기 때문에 포장은 우체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국내 소포의 경우,
미얀마 우체국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버스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쿠리어

 EMS 국제우편요금표 <Zone C-한국, 2018.08. 기준>

●

요금($)

무게

요금($)

무게

요금($)

0.5Kg

22

7Kg

100

14Kg

162

1Kg

28

8Kg

112

15Kg

168

2Kg

39

9Kg

124

16Kg

174

3Kg

51

10Kg

136

17Kg

180

4Kg

63

11Kg

142

18Kg

186

5Kg

75

12Kg

148

19Kg

192

6Kg

88

13Kg

156

20Kg

198

부록

무게

3부. 미얀마 정보

서비스(Courier Service) 민간 운영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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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 우체국(Head Office)

●

- 주소 : 361, Pyay Road, Sanchaung Township, Yangon
- 전화 : +95-1-515151
- Fax : +95-1-500500
나. 일반 우체국
일반 우체국 서비스는 도시 곳곳의 우체국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내 우편 서비스 요금표 (단위: MMK)

●

일반
서류

등기
서류

등기
잡지

우편
소포

부가
가치
편지

부가
가치
소포

항공
추가
요금

무게

일반
편지

등기
편지

20g

100

200

100

20g~50g

200

300

200

50g~100g

300

400

200

300

200

200

300

100g~250g

500

600

300

400

300

300

500

250g~500g 1000 1100

600

700

400

500g~1000g 1200 1300

900

1000

500

1000g~2000g 1500 1600 1700 1800

800

400

600

400

1000

500g마다 900 500g마다 1200
100MMK,
100MMK,
최대 10Kg
최대 10Kg
1800
1600
까지 가능
까지 가능

다. 우편물 수취
외국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을 받을 때는 배송료(2,000MMK)와 함께 정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세금은 일반 우편물의 경우 3%, 상업적인 우편물일 경우 5%가 부과된다. 세금 책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부과 내용은 청구서에 적혀있다.
배달되었을 때 부재 중이라 수령하지 못했다면, EMS 번호를 갖고 EMS 센터에 직접 가서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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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 KOTRA 미얀마 양곤무역관 -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yangon
- Daily Eleven, www.news-eleven.com

1부. INGO 등록

자료출처

가. 스마트폰

구입해 요금을 충전해 쓰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지역마다 통신 사정이 판이하여 보통 2종
이상의 심카드를 구매하여 번갈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얀마의 통신사는 국영기업인 MPT(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와 민영기업인

2부. NGO 운영 및 활동

미얀마에서는 심카드(SIM Card)를 구입해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충전카드(Prepaid Card)를

Ooredoo, Telenor가 있으며, 통화료는 1분에 25MMK이다. 스마트폰 간의 통화료는 동일하나,
일반전화로 걸때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바일 뱅킹•결제 서비스를 위한 보안강화가 목적이라고 한다. 등록은 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2017년 3월 이후로 등록되지 않은 심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3부. 미얀마 정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심카드를 정식 등록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 인터넷 서비스
미얀마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 기업은 MPT(Myanmar Post

5BB Broadband, Ooredoo, Telenor 등이 있다. 전화선 접속 최대 속도는 2Mbps이며
가정용 인터넷은 Yadanarpon Teleport(무유선 인터넷), Myanmar Net(무선 인터넷) 등

부록

and Telecommunication 및 민간 기업은 Yadanapon Teleport, Frontir(Myanmar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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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MMK(약 USD90)이며, 이용료는 속도에 따라 1Mbps에 60,000MMK(약 USD45),
2Mbps에 100,000MMK(약 USD75), 4Mbps에 180,000MMK(약 USD135)이며, 10Mbps
속도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 유무선 통신
미얀마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에서 운영하는 미얀마 통신공사(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민간 통신사업자인 Ooredoo, Telenor,
Mytel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선전화의 경우, 단말기 보급량 대비 중계기 등
통신설비의 부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대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며, 시내에서도 가끔 끊기는 경우도 많다. 무선전화 회선 가격(USIM칩 구입가격)은
1회선 가입 시 2008년에는 2200USD였다가 2012년에는 1회선에 240USD, 2013년 5월부터 저가
단말기로 1500MMK(약 USD1.7)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하기도 쉽다. 최근에는 한국으로의 통화
요금이 할인돼 1분당 400MMK(약 USD0.3)이다.

81

6. 은행

- KBZ(Kanbawza) Bank, www.kbzbank.com

1부. INGO 등록

자료출처

미얀마는 크게 국영은행과 민영은행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민영은행은 KBZ은행이다. KBZ은행은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개설한 은행으로 계좌 개설 방법이

있다. 또한 창구 송금은 대부분의 한국 은행들과 가능하며, 한국의 몇몇 은행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인터넷뱅킹 송금이 가능한 곳도 있다. 아래의 내용은 타 은행과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타은행과의 거래에도 참고할 수 있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타 은행보다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은행 지점이나 ATM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외국인의 계좌개설

●

- 은행 입구에 있는 안내원에게 외국환 계좌를 만든다고 하면 해당 부서로 안내해 준다. 은행원이

꼼꼼히 확인하고 난 후 상관에게 제출한다. 서류 승인이 나면 외환 통장은 따로 발급되지 않고
수표책(Bearer cheque book, 50MMK)을 발행해준다. 입출금거래내역서(Statement
of Transaction)를 확인하고 싶으면 한 장당 200MMK을 내고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3부. 미얀마 정보

주는 신청서(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초기 예치금과 구비서류를 주면 은행원은 내용을

송금은 외국환 계좌만 가능하며, 20,000USD 이상일 경우 25USD, 20,000USD 이하일 경우
0.125%의 수수료와 2USD의 SWIFT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정, 취소, 조회 비용은 10USD이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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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은행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현금 예치 수수료

예금의 0.3%

계좌 이체

같은 은행 간 이체 시

2USD / 2EUR / 2SGD

다른 은행 간 이체 시

3USD / 3EUR / 3SGD

현금 인출 수수료

거래 당 1,000MMK
1회 인출한도 5,000USD, 주당 2회까지 거래 가능

계좌 해지 수수료

개인용 계좌는 5USD, 사업용 계좌는 10USD

송금 수수료

외국환 10,000MMK

* 환율은 은행공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계좌별 구비서류
분류

개인 외환

단체 외환 통장(Association)
 단체등록 증명서 사본
 단체 규약 사본
 개좌개설 요청 공문
- 2명 이상의 은행 이용 직원 서명 리스트
- 단체 직원 명단
 단체 소재지의 경찰서나 시청(Township
Office)에서 발급하는 소재 확인서
 초기 예치금 미화 100USD

개인 현지화 통장

통장

●

●

●

구비
서류

●

 여권
 계좌 개설
사유서
 초기 예치금
100USD

●

●

●

 여권
 초기 예치금 현지화
1,000MMK

●

●

●

최소
예치금

20USD

20USD

1,000MMK
 8%(per year)
 예금 입금일: 매월
1일~5일
 해당 월: 3,6,9,12월 말

●

이자

-

-

●

●

비고

한국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달러로 입금됨

한국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당일 환율 기준으로
현지화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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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카드 개설

●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면 현지계좌와 연동해야 한다. 계좌는 직불카드 신청 시 자동적으로
가상계좌처럼 개설해준다. 해당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거나 입금하여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고,
1회 300,000MMK, 1일 최대 1,000,000MMK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1부. INGO 등록

외국환계좌와 직접 연결되는 신용카드(Credit Card)나 직불카드(Debit Card)는 없으며,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한 인터넷뱅킹서비스가 가능하다. 계좌별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당행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환율 조회와 지점 및 ATM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인터넷뱅킹 서비스

●

7. 의료체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info.khidi.or.kr/

미얀마의 의료체계는 사회주의적 의료체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비는 국가 부담으로

3부. 미얀마 정보

자료출처

원래 무료였으나 1994년부터 국가 보건의료 재정의 부족으로 약제 비용의 자기부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 부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진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각종 검사나
수술비, 약품비 등)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HOSPITAL), 폴리클리닉(POLYCLINIC), 개인의원(CLINIC)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국영병원에 속해 있고 월급이 다른 근로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일과가 끝난 오후 4시
이후에는 진료계약이 되어 있는 민영종합병원이나 폴리클리닉에 가서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를 보는

부록

미얀마의 병원은 크게 국영병원과 민영병원으로 나눌 수 있고 민영병원은 종합병원(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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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동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의원은 감기 등의 일반적인 진료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경우 민영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이외의 대부분의 약품을 병원에 병설된 약국 또는 시내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의료 시설의 경우 최근 좋은 시설과 최신의 고가 장비를 갖춘 민간병원이
다수 설립되었지만 의료 인력은 질적 및 양적 부족으로 현지인들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해 미얀마
부유층들은 심각한 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방콕이나 싱가폴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원은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가벼운 증상은 집에서 가까운 개인의원을
이용해도 좋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간단한 영어를 구사하므로 의사소통은 어렵지 않다.

폴리클리닉이나 민영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에서 공부한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지만 근무하는 날짜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약 없이 갈 경우, 의사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현지인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양곤 시내에 있는 국제 클리닉의 경우는 진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영병원의 경우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여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양곤종합병원(Yangon General Hospital,
양곤의대부속)에 입원해야 하며, 그런 다음 환자가 원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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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곤의 주요 종합병원
 Yangon General Hospital

●

연락처
현황

1부. INGO 등록

주소

Boyoke Aung San St, Latha T/S, Yangon
281722, 289908, 280440~442
1,400병상 / 의사 200명 / 간호사 약400명

주요 병동

전화번호

내과 응급실

1-256112~31(ex.846)

중환자실

1-256112~31(ex.845)

외과 응급실

1-256112~31(ex.846)

화상치료

1-256112~31(ex.946)

혈액은행

1-372753, 54

신경외과

1-256112~31(ex.884, 898)

 Asia Royal Hospital

●

주소
연락처
현황
진료내용

No. 14, Baho Road, Sanchaung T/S, Yangon
+95-1-538055, 2304999, www.asiaroyalhospital.com

3부. 미얀마 정보

구분

2부. NGO 운영 및 활동

ㅈ미얀마 최고/최대 국영 종합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 포함, 전과 진료
•C.T 설치

420병상, 128ch C.T 보유
종합병원, 종합건강검진 센터 운영

 Parami Hospital

●

No.60, G-1, New Parami Road, Mayangone T/S, Yangon

연락처

+95-1-651674, 660083, 657226~31, www.paramihospitalygn.com

진료내용

종합병원 (정형외과, 진단센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물리치료, 중환자실,
수술실 등)

부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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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ia Hospital

●

주소
연락처
현황
진료내용

No.68, Tawwin St,9 Mile, Mayangone T/S, Yangon
Hunt Line : +95-1-9666141 Fax : +95-1-9666135
Hot Line : +95-9-783666141~4
Email : info@witoriyahospital.com, www.victoriahospitalmyanmar.com
의사 253명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심장과, 신장과, 위과 등

 Pun Hlaing Hospital

●

주소
연락처
현황
진료내용

Pun Hlaing Golf Estate Avenue, Hlaing Thayar T/S, Yangon
+95-1-684323~6
174 병상, 의사 75명, 간호사 84명, 128ch C.T 보유
(실험, 진단, 화상진찰, 물리치료, 응급서비스), 혈액 투석 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나. 양곤의 국제 클리닉
SOS Clinic at Inya Lake Hotel

●

주소
연락처
현황
진료내용

Inya Lake Hotel, 37, Kaba Aye Pogada Road, Yangon
Tel : +95-1-657922, Fax : +95-1-667866, Mobile : +95-9-420114536
Email : reception.ygn@Internationalsos.com
현지인 의사 2명, 외국인 의사 2명
초음파, 응급실, 상담실, 엑스선, 실험실, 약국

* 이외에 Parami Hospital, Victoria Hospital에서 International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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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곤의 한인 클리닉
 쉐힌따(Shwe Hin Thar) 치과

●

No.104, Tower A, Ground Floor, Shwe Hin Thar Tower, 6.5 mile, Pyay
Road, Hlaing T/S, Yangon

연락처

+95-9-25343646, 30006466

진료내용

치아 이식, 치열 교정, 일반 치료 등

 하늘 한의원

1부. INGO 등록

주소

●

연락처
진료내용

No.272, 2F, DanaHlaingTower, Myaynigone T/S, Yangon
+95-9-263635757
침, 주사 치료, 만성질환, 코스메틱 레이져 치료 등

 베데스다 클리닉

●

주소

진료내용

273/274, U Poe Hlaing street, 14ward, Hlaing Thayar T/S, Yangon
한국인 의사 3명
-치과(평일 09:00-14:00): 09 951977524
-내과/소아과(평일 09:00-14:00): 09 973515139
-산부인과(수요일 09:00-16:00): 09 262270561
내과, 소아과, 치과, 혈액검사

3부. 미얀마 정보

연락처

2부. NGO 운영 및 활동

주소

부록

88 NGO 길라잡이-미얀마

8. 건축
자료출처
- 양곤도시개발위원회(YCDC), www.ycdc.gov.mm
- MKS Grand Standard (현지 건축업체)

미얀마는 현재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현지에서 학교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을 대리자로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소개하여 추진 과정의
이해를 높이고자 본 내용을 구성하였다.
건축 과정

과정

토지 구매

토지 소유권
확인 및
토지사용
허가

담당

토지소유자

CDC

건축 업체

CDC

건축
업체

토지사용
허가
C-map
수령

설계도면,
구조도면,
견적서

건축
허가서

-

토지관리권
이전 확인서
산출물 (Special
Power),
매매계약서

건축 도면
및
견적 의뢰

건축
허가

시공

가. 토지 소유권 확인 및 토지사용 허가(토지 소유자일 경우 필요)
 주무부처 : 도시개발위원회 26)(CDC, City Development Committee)

●

 구비서류 : 토지사용허가 신청서와 토지관리권 이전 확인서(Special Power), 토지소유 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세금납부확인서
26)	각 도시마다 사무소가 있다. 예) 양곤-양곤도시개발위원회(YCDC,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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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절차 : 3개월 이내 현장 확인 후, 문제가 없을 시에 Executive Committee 에서 토지사용허가

●

D-map(Demarcation-map) 수령
나. 건축 도면 및 견적 의뢰
 설계 도면(Architecture Plan), 구조 도면(Structure Plan), 견적서 수령

1부. INGO 등록

승인을 함. 승인이 나면 수수료(토지 크기에 따라 달라짐)를 지불하고 C-map(Certify-map),

●

 주무부처 : 도시개발위원회(CDC, City Development Committee)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 C-map 원본, D-map 복사본, 건축 허가

●

주민동의서 및 Ward 행정관의 추천서, 세금납부확인서, 자격증이 있는 Licensed Surveyor(LS,
현장 감독 기술자), Licensed Contractor(LC,건축회사), Structure Engineering
Certificate(SEC, 건물 기술자)와 건물 소유자 이상 4인이 서명한 설계도면, 구조도면 합본 3장과

2부. NGO 운영 및 활동

다. 건축 허가(3½층 이하 건물 신축시)

준법 서약서, 소방서의 추천서
 승인절차 : 허가가 확정되면 수수료(토지크기에 따라 달라짐)를 지불하고 건축허가서 발급

●

* 본 내용은 YCDC의 규정이며, 각 도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 매매 계약서를 갖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움

3부. 미얀마 정보

* 4층 이상 8½층 이하, 9층 이상 12½층 이하, 13층 이상의 건축 허가 과정과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알아두기
마을에서 시공할 때 고려할 점
 건물 시공 시 마을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동의를 얻어 시공할 것을

●

 건축 자재가 분실되는 사례가 있으니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 업체와의 계약 전에 대금 지불 방식, 완공 기한 등을 논의하고 계약서에 정확히 기입할

●

것을 권합니다.

부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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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휴일
자료출처
-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www.mofa.gov.mm/?page_id=47

미얀마는 양력과 미얀마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동적인 공휴일이 있다. (2018년 기준)
날짜

내용

1월 4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2월 12일

연방기념일(Union Day)

3월 1일

풀문데이(Tabaung)

3월 2일

농민의 날(Peasants’ Day)

3월 27일

국군의 날(Armed Forces Day)

4월 13일 ~
4월 17일

비고

미얀마력

띤잔 연휴
(Maha Thingyan (Water Festival) long holidays)

미얀마력

4월 29일

풀문데이(Kasong)

미얀마력

5월 1일

노동자의 날(May Day)

7월 19일

순교자의 날(Martyr’s Day)

7월 27일

풀문데이(Waso)

미얀마력

10월 23일 ~
10월 25일

풀문데이(Thadingyut)

미얀마력

11월 21일 ~
11월 22일

풀문데이(Tazaungmone)

미얀마력

12월 2일

국경일(National Day)

12월 25일

성탄절(Christmas Day)

12월 31일

새해 전야

주: *Idul Alhwaha 등의 이슬람 명절의 경우, 종교부에서 별도 휴일을 국영신문 등을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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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애플리케이션 정보

미
디
어

Viber
: 미얀마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Line Messenger
: 미얀마 현지인이
외국인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메신저

TT Keyboard
: iOS용 휴대폰 미얀마어
자판 설치 가능

Frozen Keyboard 2
: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미얀마어 자판 설치 가능

Grab taxi
: 흥정을 하지 않고, 위치를
지정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음
(카드결제or현금)

Yangon Buses
: Thein Htike Aung
양곤의 버스 리스트 및
정거장, 루트 등을 검색할
수 있음

부록

교
통

미얀마어 기초
: Edu Myanmar
미얀마어를 배우거나
미얀마인과 바로 대화
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

3부. 미얀마 정보

메
신
저

Ornagai
: comquas
English-Myanmar
사전으로 단어 대 단어
검색이 편리

2부. NGO 운영 및 활동

언
어

sm3 DIR
: Universal Technology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다양한
업체 정보가 수록됨

1부. INGO 등록

정
보

Myanmar Telephone
Directory
: www.myanmars.net
미얀마의 전화번호부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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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
어

환율
/
식당

Myanmar News
: Nixsi Technology
미얀마 내 주요 미디어가
링크되어 있음

Myanmar News
: Free Fall Apps
미얀마의 주요 기사를
편리하게 구독할 수 있음

Myanmar Exchange
Rates
: Ribera Solutions
중앙은행의 환율고시 및
현지 은행의 미화 환율
고시 확인 가능

Foodie Myanmar
: Motive Drive
양곤지역의 주요 식당의
주소, 가격대 등을 검색 할
수 있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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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 등록 서류 27)
1. 단체등록 신청공문 샘플
- 원문

27)	자료출처 : 중앙등록기관((Union Registr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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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28)

공문 (Cover Letter Sample)

수신자
수신부서

1부. INGO 등록

- 국문1)

수신부처
주소
월

일

제목 : (단체이름) 국제비정부조직(INGO)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주최국명)이며, (단체 주소: 도, 시, 동, 길, 지번)에 개소할 단체이며 (관련 부처명)
부처와 MOU를 맺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신
청합니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날짜 : 년

첨부
등록신청 개요 양식-1

3부. 미얀마 정보

등록신청서 양식-3
이사회(Board of Director) 명단 양식-4
이사회(Board of Director) 회원 신상정보 양식-4-A
사업계획서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추천서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추천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부서의 추천서
State/Region 지방정부 허가서
신청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서명)

부록

28)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1)번역
번역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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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신청서 (양식-3)

2. 등록신청서 (양식-3)

- 원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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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29)

Form-(3)

대표자 사진

단체 등록법에 따른 등록 신청서

1부. INGO 등록

- 국문25)

2부. NGO 운영 및 활동

1) INGO 단체명 :
2) INGO 대표자명 :
3) INGO 본부 담당자명 :
4) INGO 주소 :
5) INGO 연락처/팩스 :
6) 단체 소속 국가 :
7) 미얀마에서 활동할 사업 종류 :
8) 협력 부처 :

3부. 미얀마 정보

9) 활동계획 :
10) INGO의 이사회 회원 수 (Form4, 4-A로 첨부)
11) 지부주소 :
12) 지부 담당자명 :
13) 지부 연락처/팩스 :
14) 등록 신청 날짜 :

신청인
서명 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

25) 번역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29)	번역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부록

직책 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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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Board of Director) 명단 (양식-4)
3. 이사회(Board of Director) 명단 (양식-4)

- 원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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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30)

Form-(4)

이사회 회원 명단

1부. INGO 등록

- 국문26)

단체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체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
번호

이름과

부모님 이름

1

직책
2

3

현재 직업과
주소(정확하게)
4

전 직업

주민등록번호

5

6

2부. NGO 운영 및 활동

신청 날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4. 이사회(Board of Director) 회원 신상정보(이력서) (양식-4-A)

30)	번역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26) 번역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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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Board of Director) 회원 신상정보(이력서) (양식-4-A)
- 원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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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31)

Form-(4)

1부. INGO 등록

- 국문27)

___________________ 단체의 이사회 회원 신상정보 (CV)

2부. NGO 운영 및 활동

1) 이름 :
2) 부모님 이름 :
3) 생년월일 :
4) 최종학력 :
5) 국적/종교 :
6) 주민등록번호 :
7) 현재직업 :
8) 이전의 직업 :
9) 직책 :
11) 주소/연락처 :
위의 신상정보가 정확함을 책임지겠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

3부. 미얀마 정보

10) 배우자 이름 :

이름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부록

31)	번역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27) 번역 : Thwe Thwe Win(번역가), 외교부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원문을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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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등록법
Ⅱ. 단체등록법
1. 단체등록법
1. 단체등록법 -

- 원문 32)

- 원문28)

28) 출처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32)	출처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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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INGO 등록

2부. NGO 운영 및 활동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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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INGO 등록

2부. NGO 운영 및 활동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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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INGO 등록

2부. NGO 운영 및 활동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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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INGO 등록

2부. NGO 운영 및 활동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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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부. INGO 등록

2부. NGO 운영 및 활동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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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INGO 등록

2부. NGO 운영 및 활동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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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부. INGO 등록

2부. NGO 운영 및 활동

3부. 미얀마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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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등록법

2. 단체등록법 - 영문29)

The Law Relating to Registration of Associations

3부. 미얀마 정보

Ministry of the Home Affairs

2부. NGO 운영 및 활동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부. INGO 등록

- 영문 33)

부록

29) 출처 : KOICA 미얀마사무소

33)	출처 : KOICA 미얀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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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Relating to Registration of Associations
(The Pyidaungsu Hluttaw Law No.31, 2014)
The 7Waning Day ofWaso, 1376 M.E,
(18 July, 2014)
The Pyidaungsu Hluttaw hereby enacts this Law.

Chapter I
Title and Definitions
1. This Law shall be called the Law Relating to Registration ofAssociations.
2. The following expressions contained in this Law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hereunder;
(a) State menas the Republic of the Union ofMyanmar.
(b) Union Government means as Unio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 Union Registration Board means a board formed and assigned duty by the Union
Government with performs the registration associations of the Union.
(d) Region or Stat Registration Board mean a board formed and assigned duty by the
Region or State Government which performs the registration of the associations of the
Region or State.
(e) Nay Pyi Taw Council Registration Board means a board formed and assigned duty by
the Nay Pyi Taw Council which performs the registration of the associations of the
Nay Pyi Taw Council.
(f)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Self-Administered Zone Registration Board means a board
formed and assigned duty by the leading bodie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the Self-Administered Zone which performs the registration of the association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Self-Administered Zone.
(g) District Registration Board means a board formed and assigned duty by the District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which performs the registration of the associations
of districts.
(h) Township Registration Board means a board formed and assigned duty by the Township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which performs the registration of the associations
of townships.
(i) Association means local association and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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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ly with five or more than five persons for any aim or any work programme;
or common welfare of the members in accord with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ate and Citizens. In this expression, the branches

1부. INGO 등록

(j) Local Association means non-profit social association within the country formed

of the associations are also included.
(k)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means an association formed in any foreign
country and registered in theUnion Registration Boardwhich aims to carry out any

certificate acknowledged as a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m) Ministry means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f the Union Government.
(n) Department means the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2부. NGO 운영 및 활동

social welfare in the State.
(l) Registration Certificate means a certificate acknowledge as a local association or a

Chapter II
Objectives

(a) to enable to exercise the registration of associations in accord with this Law;
(b) to enable to organize and perform the associations freely in accord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c) to enabl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the interest of the citizens by
the performances of the associations;

3부. 미얀마 정보

3. The Objectives of this Law are as follows;

(d) to enable the associations to obtain the assistance fromthe relevant Ministries in accord
with law in implementing the works;
(e) to be the social associations firmand powerful.

Chapter III
Board and Functions and Duties
4. The Registration Boards shall, for the registration of the association, be formed as follows;
(a) Union Registration Board
(b) Region or State Registration Board

부록

Formation of the Different Levels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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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ay Pyi Taw Council Registration Board
(d)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Self-Administered Zone Registration Board.
(e) District Registration Board
(f) Township Registration Board
5.

(a) The Union Goverment shall form the Union Registration Board with the following
persons;
(1) Union Minister

Chairman

Ministry of HomeAffairs
(2) Deputy Minister

member

President's Office
(3) Deputy Minister

member

Ministry of ForeignAffairs
(4) Deputy Minister

member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5) Director General

member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6) Director General

secretary

General Adminstration Department
(7) Director General

joint-secretary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b) The Region or State Government shall form the Region or State Registration Board
with the following persons;
(1) SocialMinister

Chairman

(2) Commander of the

member

Region or State Police Force
(3) Two representatives

member

from the Region or StateAssociations
(4) Director

secretary

Region or State GeneralAdministration Department
(5) Region or

joint-secretary

State Law Officer Region or State
Advocate General's Office
(c) The Nay Pyi Taw Council shall form the Nay Pyi Taw Registration Board with the
following persons;
(1) Amember of Nay Pyi Taw Council

Chairman

(2) Commander of th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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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 Pyi Taw Police ForceMyanmar Police Force
(3) Two representatives

members

from the Nay Pyi Taw Council Associations
(4) Director

secretary

Nay Pyi Taw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5) District Law Officer joint-secretary
District Law Office
The

Leading

Body

of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the

Leading

Body

of

Self-Administered Zone shall form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Self-Administered
Zone Registration Board comprising the following persons;
(1) Amember of an

Chairman

executive committee of the Leading Body of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Self-Administered Zone
(2) Commander of the District

member

Police ForceMyanmar police Force
(3) Two representatives

2부. NGO 운영 및 활동

(d)

member

from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The Self-Administered Zone Association
secretary

District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5) Respective Law

joint-secretary

Office assigned by the chairman
(e) The District Administrator of the District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shall form
the District Registration Board with the following persons;
(1) DistrictAdministrator

3부. 미얀마 정보

(4) Assistant Director

Chairman

District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2) Commander of the District

member

Police Force Myanmar Police Force
(3) Two represtentatives

member

from DistrictAssociations
secretary

District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5) District Law Officer

joint-secretary

District Law Office
(f) The Township Administrator of the Township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shall

부록

(4) Assistan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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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the Township Registration Board with the following persons;
(1) Township Administrator

Chairman

Township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2) Commander of the

menber

Township Police Force
(3) Two representatives

member

from the TownshipAssociations
(4) Staff Officer

secretary

Township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5) Twonship Law Officer joint-secretary
Township Law Office
6. Th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Registration Boards are as follows;
(a) determining in respect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by the associations;
(b) issuing and replacing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local associations;
(c) causing to carry out or assisting the associations in accord with Law;
(d) coordinating with relevant departments to facilitate the objectives and work programmes
of the associations;
(e) permitting to register and renewing the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s and
issuing and replacing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local associations which are
desirous to carry out activities in the whole country by the Union Resistration Board;
(f) refusing to replace or renew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if it is found that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is Law or any rules, notifications, orders, directives and procedures
issued under this Law has been violated.

Chapter IV
Permitting to Register the Local Associations
7. If the local associations are desirous to register, on own volition, the chairman, secretary or
responsible person of the association shall apply to the respective Registration Board by stating
the following facts:
(a) name of association;
(b) location and contract address;
(c) date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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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bjective;
(e) work programme;
(f) number of executives;
(g) number of members;
(h) list of money and asset owned by the association;
(i) works performed;
(j) formation and article of association;
(l) date of application;
8. The relevantRegistrationBoard shall issue the temporary registration certificate within seven
days (not temporary registration certificate within seven days (not including gazetted holi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to the association applied under section 7. Then after scrutinizing in
accord with the stipulations;
(a) Itmay, if there is no reason of deteriment of the rule of Lawand security of the State,
permit to register as an association by stipulatingthe terms and conditions. If it

2부. NGO 운영 및 활동

(k) separate submission (if any);

determines to permit so, shall issue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applicant within the
following determined period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90 days
60 days

Registration Board
(3) Nay Pyi Taw Council

60 days

Registration Board
(4) Self-Administered Division

30 days

or Self-Administered Zone

3부. 미얀마 정보

(1) Union Registration Board
(2) Region or State

Registration Board
(5) District Registration Board

30 days

(6) Township Registration Board

30 days

(b) If the association permitted to register is the association that requires to pay the
trgistration fee, it shall be caused to pay the stipulated registration fee before issuing the
tegistration certificate.
letter of not permitting to register to the applicant by stating the reasons completely
within the following stipulated period fromthe date of deciding so.
(1) Union Registration Board

30 days

(2) Region or State

30 days

Registration Board

부록

(c) If it decides not permitted to register as an association, it shall be replied th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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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y Pyi Taw Council

30 days

Registration Board
(4) Self-Administrered Division

15 days

or Self-Administered Zone
Registration Board
(5) District Registration Board

15 days

(6) Township Registration Board

15 days

9. If the association applied to register receives the reply letter which does not permit to register
from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it may reapply after discussing the reasons of not
permitting with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and, amending and inserting the requirements.
10. The local association registered in the Union Registration Board has the right to carry out
the activities in the whole country. The registration fee is fixed at one lakh kyats.
11. The association registered in the Region or State Registration Board has the right to carry
out the activities in the relevant Region or State. The registration fee is fixed at hirty thousand
kyats.
12. The association registered in theNay Pyi TawCouncil Registration Bord has the right to carry
out activitieswithin the territory ofNay PyiTawCouncil.The registration fee is fixed at thirty
thousand kyats.
13. The association registered in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Self-Administered Zone
Registration Board has the right to carry out activities in the relevant Self-Administered Division
or Self-Administered Zone. Not necessary to pay the registration fee.
14. The association registered in the District Registration Board has the right to carry out
activities in the relevant district. Not necessary to pay the registration fee.
15. The association registered in the Township Registration Board has the right to carry out
activities in the relevant township. Not necessary to pay the registration fee.

Chapter V
Permitting to Register the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16. Any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shall, the obtain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apply to the Union Registration Board by the responsible person of such association by stating
the following facts;
(a) name of association;
(b) name of th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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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ame of the responsible person;
(d) location and address;
(e) based country of the association;
(f) work to be operated inMyanmar;
(g) Ministries to be contacted;
(h) work plan;
(i) number of executive members;
(k) name of the person-in-change of branch office;
(l) date of application.
17. TheUnion Registration Board shall issue the temporary registration certificate within seven
days (not including gazetted holidays) from the section 16. Than after scrutinizing in accord with
the stipulations;
(a) It may, if there is no reason of detriment of the rule of law and security of the State,
permit to register as an association by stipulatingthe terms and conditions. If it

2부. NGO 운영 및 활동

(j) location of the branch office and contact address;

determines to permit so, shall issue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applicant within 90
days from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b) The association permitted to register shall pay the determined registration fee. The

letter of not permitting to
18. If the association applied to register receives the reply letter which does not permit to
register from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it may reapply after discussing the reasons of not
permitting with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and, amending and inserting the requirement.

3부. 미얀마 정보

registration fee is fixed at one lakh kyats.
(c) If it decides not permitted to register as an association, it shall be replied the reply

Chapter VI
Associations Not Necessary ToApply For Registration

follows;
(a) The associations exercised only on religion, religious affairs and economics;
(b) The Political Associations which are to be applied to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under the 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Law;
(c) The associations formed under any existing Law.

부록

19. The associationswhich are not necessary to apply for regist 7 ration under thisLawar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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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Replacing and Renewing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Associations
20. The LocalAssociations obtained the registration cerfificate;
(a) shall submit the annual report together with the bank statement once a year to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b) have the right to replace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nce in five years by presuming that
the existence continuous by means of submitting the annual report regularly.
(c) are not necessary to pay the registration fee for the replacement under subsection (b).
21.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s which have obtained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have the right to renewonce in five years. The determined registration fee shall

be repaid for

renewal.
22. If the associations which have obtained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fail to submit the annual
report to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in five consecutive years, they shall be deemed as the
associations which are not active and if such associations desire to continue for activity and
existence, they shall reapply as the application for new registration certificate.
23. If the Local Associations which are refused for replacing registration certificate or
cancelled by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receive the reply letter, they Shall have the right to
continue their existence till 60 days and theymay reapply after discussing the reason for not
permitting with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and amending and inserting the requirements.
24. If the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s which are refused or cancelled for renewing
registration certificate by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or the Local Associations which are
desirous to carry out activity in the whole country shall have the right to continue their
existence till 1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ply letter and they may reapply after
discussing the reasonfor not permitting with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and, amending and
inserting the requirements.

Chapter VIII
Protection for the Associations and Entitlement
25. The Ministry and the Region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shall assist and protect the
activities of any registered associations in accord with law.
26. Any registered Local Association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aids provided by the State.
27. The registered Local Associations may receive the aid from any International Govern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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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ny registered Local Association has the right to sue and to be sued, to establish the
fund, to collect donation in accordwith law, to open the bank account and to own themovable

1부. INGO 등록

any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r any LocalAssociation or any individual in
accord with the existing laws.

property and immovable property.
29. Any registered association shall have copy right of it's own seal, own mark, design of own
uniform in accord with the relevant law.

30. Any Political Party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carry out activity in the associations
formed under this law except the affair of the relevant party.
31. Any civil service personnel may participate and carry out activity in the association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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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X
Miscellaneous

under this law in accord with the Civil Service Personnel Law.
32. The associations shall carry out to be fair situation in taking mutual responsibility,
entitlement and roles in carrying out the works by making partners each other.
out the aimand work programme which were mentioned at the time of permission or to carry
out beyond the limit, they shall carry out after submitting to relevant Registration Board and
obtaining the permission.
34. If a Local Association desires to extend and form from township level to Region or
State level, it shall submit and apply to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in accord with the

3부. 미얀마 정보

33. If the associations which have obtained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desire to alter and carry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Law.
35. ALocalAssociationmay have the right to carry out beyond the boundary at any disaster
areawithin the State and shall carry out activity after informing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Registration Board of the relevant area.
36. If a Non-govern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which has not registered desires to
carry out social activities at any disaster area within the State it shall apply to the Union
urgently.
37. If an association desires to withdraw, change the name or change the address of the
association, it shall informand submit in writing to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which has
formed and registered it within seven days.
38. If an association desires to change the representatives of the association due to the

부록

Registration Board.The Union Registration Board shall issue temporary registra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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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gnation of themember of such association on their own volition, death and any reason, it
shall inform and submit in writing to the relevant Registration Board which has formed and
registered it within seven days.
39. The representatives of the association for different levels of Registration Boardsmay be
coordinated, selected and assigned duty by the arrangement of the association once in two years.
40. In implementing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Law;
(a) theMinistrymay issuenecessary rules, regulations andby-lawswiththe approval of the Union
Government.
(b) the Union Registration Board may issue necessary notifications, orders, directives and
procedures.
(c) theRegion or StateRegistrationBoard andSelf-AdministeredDivision or Self- Administered
Zone Registration Boards may issue necessary orders and directives.
41. Rules, procedures, orders and directives issued under the Law Relating to Forming of
Organizations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Law No.6/88) may continue to be
applicable in so far as they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Law.
42. The organizations formed and registered under the Law Relating to Forming of
Organizations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LawNo.6/88) shall be deemed as
associations formed in accord with this Law.
43. The Law Relating to Forming of Organizations (The StateLaw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Law No.6/88) is hereby repealed.

I hereby sign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Myanmar.
Sd/Thein Sein
President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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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계약서 샘플
- 영문 35)
2. 고용계약서 샘플 - 영문31)

Employment Agreement (Draft)
Agreement No ______
Under Section-14 of the 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2013
(Individual Contract)
day
THIS AGREEMENT (the “Agreement”) has been made and signed as of the
of
, 20
at the place of
Factory/Workshop/Business establishment/Company between U/Daw
, a
holder of N.R.C./Passport No
, living in
Country,
, representing
Co., Ltd., having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No
,
Street,
Ward/Village/Industrial Zone,
City, /
Region/State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er”)
And
(father’s name U
), a
U/Daw
holder of N.R.C. No
or Passport No
, living in
Country,
, having
skill, working at
Business establish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ee”.

1.

Type of Employment

(a) Business type

- _____________________

(b) Employment type

- _____________________
(This means the type of work that the Employee has to perform.)
(c) Designation/Position
2.

- _____________________

Probationary Period

(a) The probationary period shall not be longer than three (3) months, from

to

.

(b) Wage/salary for the probationary period shall not be less than seventy-five percent

(75%) of the base salary.

31) 번역 : 법무법인 지평(미얀마 외국인투자절차 개요와 투자 및 운영 관련 서식, 2015.12)

35)	번역 : 법무법인 지평(미얀마 외국인투자절차 개요와 투자 및 운영 관련 서식,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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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o the Employee at the same position if the Employee’s performance and skill
meet the standard/criteria of the position set forth by the Employer.

(d) During

(e) If the Employee wishes to resign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the Employee shall

send a resignation letter to the relevant Employer, Manager or Administrator at least
SEVEN (7) days in advance. Then, the Employer shall pay the remaining
wage/salary on the day of resignation. If the Employee fails to send such SEVEN
(7) day’ prior notice, the remaining wage/salary shall be paid at least on the next
wor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resignation.

(f) If the Employer hires an “Apprentice,” the wages for the apprentice shall not less

than 50 % of the bass wage or salary. The Employer shall set the duration of
apprenticeship which shall not exceed THREE (3) months.

2부. NGO 운영 및 활동

the probationary period, the Employer may terminate or dismiss the
Employee for good cause by giving at least ONE (1) month prior notification
(“notice”). (If the Employer fails to give ONE (1) month prior notice to the
Employee or less than ONE (1) month of the probationary period is left, the
Employer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by paying the amount of ONE (1) month’s
salary of the probationary period.

1부. INGO 등록

(c) Upon the expiry of the probationary period, the Employer shall offer a permanent

(g) The matters relating to the termination, dismissal, and resignation of an apprentice

shall be processed pursuant to section 2(d) and (e) above.
Pay/Wage/Salary

(a) Wage-earner (Kyat/Foreign Currency) - _____________________
(b) Piece work (Kyat/Foreign Currency)

- _____________________

(c) Salary (Kyat/Foreign Currency)

- _____________________

(d) Payroll/Wage-period

- _____________________

3부. 미얀마 정보

3.

Note:

(a)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shall follow the procedures under all existing

Labor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payment of wages and salary.

(b) Daily wage earner or wage earner with salary shall be clearly informed of

the details on the payment of wages and salary.

(c) Besides the base wage/salary, if the Employee works overtime, the overtime pay and

allowance shall be included in the wage/salary (“basic wage”). The amount of

부록

basic pay/ wage that the Employee is entitled to for his monthly service
shall be clearly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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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cation of establishment and Business

____________________ Co., Ltd. is a factory/workshop/establishment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No. ___, ________________ Street, _____________
Ward/Village/Industrial
Zone,
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
Region/State, is available at telephone no. ______________, fax no. ________________,
and email _____________________.
5.

The term of Agreement

(a) The term of this Agreement is (

) year ( ) month and ( ) day, commencing
from ( - ) to ( ).
Unless the Employee breaches a provision of the Agreement,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may extend the Agreement or enter into a new Agreement, or make
amendment to the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 at least ONE (1) month prior to the
expiry of the Agreement.

6.

Working Hours

Normal working hour is set for EIGHT (8) hours per day and shall not exceed
FORTY-FOUR (44) hours per week. According to its unique nature, the working hours
for continuous business operations shall not exceed FORTY-EIGHT (48) hours per
week. The normal working hours shall be as follows:
(a) Normal/Shift

- _________________

(b) Start Time

- _________________

(c) Break Time from

- (____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____)

(d) Lunch Time from

- (____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____)

End Time

- _________________

Note: To change the working hours, the relevant Township/District Directorate of
Factories and General Labor Laws Inspection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7.

Day off, Holiday and Leave

(a) Weekly holiday:

Generally, Sunday in each week shall be a weekly holida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and custom of locality, ONE (1) day in
each week may be fixed as a weekly holiday by cons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On a weekly holiday, the Employee is entitled to wage/salary
pursuant to the existing Labor Laws.
(b) Public Holiday
Public Holidays (statutory holidays) are set by the yearly notification of the
Union Government. On Public Holidays, the Employees are entitled to full
wage/salary.
2. If a Public Holiday coincides with a weekly holiday, that day shall be a Public
Holi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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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is entitled to the following types of leaves–

(1) Casual Leave: During the period from the 1st working day to TWELVETH (12th)

(2) Earned Leave: If the Employee has worked for TWELVE (12) consecutive months and

at least TWENTY (20) days in each month, the Employee is entitled to, continuously
or separately, TENN (10) days of leave per year with basic wage/salary. If the the
Employee has not worked for TWENTY (20) days a month, each day of leave shall
be deducted from Earned Leave for every month.

(3) Medical Leave:
(a) The Employee is entitled to a medical leave pursuant to the Social Security Law

2012 or the Leave and Holidays Act 1951.

2부. NGO 운영 및 활동

month, SIX (6) days of casual leave is granted with full wage/salary. If the
Employee did not take Casual Leave within a year, the Employee cannot use the
remaining leave in the next year. Each casual leave shall not be granted for more
than THREE (3) consecutive days except for religious, social or funeral affairs and
special matters. Casual leave cannot be granted consecutively with any other type of
leave. Urgent matters shall be reported by a letter or by phone, and the relevant
Employer, Manager or Administrator shall duly record them thereon. In such case,
the request for a leave shall be submitted on the day the Employee returns to work.

1부. INGO 등록

(c) Leave days: If the Employee requests for a leave pursuant applicable laws, the

(b) For workers/employees ineligible under Social Security Law who have worked

for SIX (6) months, THIRTY (30) days of paid Medical Leave is granted per
year.

(c) For workers/employees ineligible under Social Security Law who have not

(d) If the Employee is injured by accident at work while performing the work

duties, the Employee is entitled to Medical Leave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4) Maternity Leave
(a) Employees eligible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are entitled to Maternity

Leave pursuant Social Security Law 2012 or the Leave and Holidays Act 1951.

3부. 미얀마 정보

worked for SIX (6) months, THIRTY (30) days of unpaid Medical Leave is
granted per year.

(b) Employees ineligible under Social Security Law are entitled to Maternity Leave

only pursuant the Leave and Holidays Act 1951.

(5) Absence Without Leave
(a) Taking leave for more than the approved period or being absent from duty

without reporting shall be considered Absence without Leave.

(b) During Absence without Leave, wage/salary shall not be paid.

any approval of the Employer, Manager or Administrator, the Employee sha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s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In this case, no
compensation shall be paid for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부록

(c) In the event of Absence without Leave for THREE (3) consecutive day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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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vertime

(a) Overtime work may be allowed by the mutual cons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b) Overtime pay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

9.

Meal arrangement during the Work Hour

(a) Breakfast (AVL / NA)

- _____________________

(b) Lunch (AVL / NA)

- _____________________

(c) Dinner (AVL / NA)

- _____________________

10. Accommodation and Uniform

(a) the Employer provides Accommodation (AVL / NA )

-______________

(b) Uniform supplied by the Employer in a year (AVL / NA )

-______________

(If any, __________________ set)
(c) Safety dress supplied by the Employer in a year (AVL/NA)

-______________

(If any, __________________ set)
11. Medical Treatment

(a) The Employer shall arrange and bear the expense of the following medical
treatments for the Employees who are not eligible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2012:
(1) Employment/Occupational injury
(2) Employment/Occupational disease
(3) Employment/Occupational illness

(b) The Employees eligible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2012 are entitled to the
medical treatment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12. Ferry arrangement to Worksite/place and Travelling

(a) Ferry arrangement to Workplace
(1) The Employer’s arrangement

- _____________________

(2) Ferry Provision / Travel Allowance

- _____________________

(3) Own arrangement

- _____________________

(b) Travel: For domestic and foreign travel on duty, the Employer shall bear the
foll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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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

(2) Living allowance

- _____________________

(3) Meal allowance

- _____________________

(4) Travelling allowance (including Life Insurance)

- _____________________

(5) Daily allowance

- _____________________

(6) Other allowance

- _____________________

(a)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to attend appropriate trainings
on employment/occupational skill development.
(b) A separate agreement shall be made concerning the Employees’ attendance on the
employment skill development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14. Resignation and Termination of Service
(a) Resignation

2부. NGO 운영 및 활동

13. Training

1부. INGO 등록

(1) Suite expense (only for foreign trip)

(1) If a confirmed Employee wishes to resign after the expiry of the Agreement,

Resignation Letter shall be sent at least ONE (1) month in advance to the relevant
Employer, Manager or Administrator via an officer in charge of the relevant
department.
provided, including Payroll card, Identity card, workplace equipment and accessories.
Also, the accounts, moneys, and materials executed by the Employee shall be
handed over systematically to the Employer.

(3) If the Employee wishes to resign before the expiry of the Agreement, a notice shall

be provided one (1) month in advance. Not being responsible to pay compensation
for the termination, the Employer shall allow the resignation after granting the
Employee (if any) the remaining entitled earned leave.

3부. 미얀마 정보

(2) Upon the approval of the official resignation, the Employee shall return all the items

(4) In case of the resignation, for the Employees who have attended skill development

trainings with expenses provided by the Employer as prescribed in Article 13 above,
the resignation shall be approved only after the Employee compensates for the
incurred expenses. If the Employee has worked for more than THREE (3) years
after the training, the Employee is not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training
expenses.

(a) Termination of service/ Dismissal

violates the workplace rules after giving three warnings – verbal warning for the
first time; written warning for the second time; and requiring Employee’s signed
admission not to violate the rules anymore for the third time. If the Employee
violates the rules again or commit a major offence (material violation) despite the

부록

(1)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minor offenses shall be taken to the Employee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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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warnings, the Employer may dismiss the Employee without paying the
discharge compensation.
(2) As an exception to the above sub-paragraph (1), the Employer may terminate the

employment after ONE (1) month prior notice by providing the specified
compensation (notice allowanc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rule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Employee shall not be dismissed without a good cause.

15. Termination of Agreement:

grounds:

The Agreement may be terminated on the following

(a) Expiry of the Agreement term;
(b) Factory closure;
(c) Closing/cessation of business/operation due to unforeseeable events not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d) Non-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by either party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e) Death of the Employee; and
(f) Criminal conviction of the Employee
16. Obligations of the Employer

(a) The Employees shall be granted the compensation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mployer’s breach of Agreement, outright closure,
transferring & selling, cessation, and downsizing of the business.
(b) If the business is temporarily suspended with good cause, the mutually agreed rate
of wage or salary shall be granted during the suspended period;
(c) In case of personal injury, permanent partial disablement, occupational disease, and
death arising from work, the injured / deceased Employee or the beneficiary/heir
shall be granted the entitled compensation.
(d) I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is less than ONE-THOUSAND (1000),
wages/salary shall be paid within SEVEN (7) days after the expiry of the
wage-period. For business/factory with more than ONE-THOUSAND (1000)
employees, wages/salary shall be paid within TEN (10) days after the expiry of the
wage-period. If the payment day coincides with a weekly holiday, payment of
wages/salary shall be made ONE (1) day in advance. No wage-period shall exceed
ONE (1) month.
(e) The Employee shall not be discriminated on the grounds of Labor Organization
membership, race, religion, gender, age and etc.
(f) Foreigners who come to Myanmar to work as an employer, supervisor, or
professional and their family members shall respect and obey the existing Laws,
cultures and customs of Myanmar. Furthermore, the Employer sh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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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he Employer shall respect and obey the existing laws concerning labor affairs.
(h) The Employer is liable to sue or to be su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1부. INGO 등록

responsibility for the foreigners above not to be engaged in the internal affairs of
Myanmar.

17. Obligations of the Employee

(a) The Employee shall faithfully perform its duties for improving the productivity.

(c) The Employee shall prevent disclosure of Facts and figures, statistical information,
material information and secrets of the business to third parties.
(d) The Employee shall not extract, copy, remove, destroy, or bring outside the
departmental memos, documents, accounts and records without permission.
(e) The Employee shall comply with rules and regulations stipulated by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company/factory/business types, regarding work
performance and the manner and behavior in the workplace during the working
hours.

2부. NGO 운영 및 활동

(b) The Employee shall preserve and protect workplace materials from any loss or
damages caused by a lack of due care, negligence or misappropriation.

1. The Employee shall avoid any action, behavior, or speech that is likely to
deteriorate peace and order, and security in the workplace.

(g) The Employee is responsible to sue or to be su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h) Foreigners who come to Myanmar to work as an employee and their family
members shall respect and obey the existing Laws, cultures and customs of
Myanmar. Furthermore, they shall not be engaged in the internal affairs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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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Employee shall respect and obey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labor affairs.

(i) The Employee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Employer’s works and management
performed in a procedurally fair manner.
(j) The Employee shall obey the rules and regulations stipulated by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company/factory/business types, which shall be
scrutinize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Labour.
18. Mutual cancellation / Renewal of Employment Agreement

(b) To renew the Agreement, a new agreement shall be entered into within THIRTY
(30) days before the expiry of the Agreement period.

부록

(a) Prior to the expiry of the Agreement term, the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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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ispute resolution

(a) If there is any disput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the Parties shall
(attempt in good faith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 and reconciliation.
(b)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as stated in the above sub-paragraph (a), other
relevant laws including the Settlement of Labour Dispute Law 2012 shall be applied
to resolve the dispute.
20. Amendment and Supplement to the Agreement

(a) I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wish to amend or supplement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bor law, a new employment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relevant Township Employment and Labour Exchange Office after
negotiation, discussion, amendment, and supplements by the Parties.
(b) The relevant Township Employment and Labour Exchange Office shall, after
accepting and scrutinizing the new agreement, proceed to submit it to the
Department of Labor and, after approval of the Department of Labor, make
amendment and supplement to the Agreement.
21. Effective date of the Agreement
(a) The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after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signed

the Agreement, when the approval date of the relevant Township Employment and
Labor Exchange Office approve the Agreement.

(b) The relevant Township Employment and Labor Exchange Office shall sign and

approve the Agreement after accepting and scrutinizing the Agreement.

22. Obligations
(a)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shall be responsible to follow and perform their

duties absolutely and shall enter a bond and obey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b) This Employment Agreement shall be prepared in THREE (3) original copies, and

each copy shall be distributed to the Department of Labour,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respectively.

23. Miscellaneous

(a) Arrangements for localized fanfares, sports activities, and social & welfare programs
shall be executed by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b) The Employer shall undertake to pay taxes and contributions imposed o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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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hen there is an event of natural disaster or unexpected dangers (force majeure),
the Employer shall provide necessary evacuation arrangements and assistance for the
Employees.

1부. INGO 등록

(c)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minor or major offences issued by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workplace shall be provided and included in the
Agreement as an APPENDIX.

(e) For safety and sanitation in the workplace, the Employer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afety measures and hygiene education.

Employee’s Signature (OR)
Left-hand Thumb Imprint

Witness of Employee

Witness of Employer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
Name
- ___________________
Designation
- ___________________
/Position
N.R.C. Card No - 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
Business
- ___________________
/Department
Date
- ___________________

부록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
Name
- ___________________
Designation
- ___________________
/Position
N.R.C. Card No - 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
Business
- ___________________
/Department
Date
- 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
Name
- ___________________
Designation
- ___________________
/Position
N.R.C. Card No- 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
Business
- ___________________
/Department
Date
- ___________________

3부. 미얀마 정보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
Name
- ___________________
Designation
- ___________________
/Position
N.R.C. Card No - 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
Business
- ___________________
/Department
Date
- ___________________

Employer (OR) Manager (OR)
Administrator’s Signature

2부. NGO 운영 및 활동

Having thoroughly read the above provisions and being well understood,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with their respective free consent and genuine intention agree to sign
the Agreement at the present of the following witnesses representing each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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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by sign the approval signature.
Office

- _____________________

Name

- _____________________

District/Township Staff Officer,
Department of Labour
_____________________ District/Township
_____________________ Region/State
Date: _____________________

155

3. 고용계약서 샘플
1부. INGO 등록

- 국문 36)
3. 고용계약서 샘플 - 국문32)

고용계약서 (초안)
계약 제______호
2013년 고용 및 능력 개발법(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제14조에 따름
(개별 계약)

미얀마연방공화국

_______지방/주

_______시

____번지에

사업장을

있는

주된

두고

________구/마을/공업지대,

_______

[회사명]을

대표하는

________거리
______

[이름]

(N.R.C./여권번호: _______, 거주국: ______; 이하 “회사”)
__________ [이름] (부친명:

), N.R.C./여권번호: _______, 거주국:

_______ [국가명], ___________ 사업장에서 보유 기술로 근무 (이하 “종업원”)

1.

고용 유형
- 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

(종업원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 유형)
(c) 직함/직위

- _____________________

3부. 미얀마 정보

(a) 사업 유형
(b) 고용 유형

2.

2부. NGO 운영 및 활동

본 고용계약서(“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들 간 ____________ 공장/작업장/사업장/회사에서
20__년 __월 __일 체결되었다.

수습 기간

(a) 수습 기간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b) 수습 기간에 대한 임금/급여는 기본급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c)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는 종업원의 성과와 능력이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회사가 설정한
표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정규직을 제안하여야 한다.

종업원을 해임 또는 면직할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거나,
수습 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회사는 수습 기간의 1개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32) 번역 : 법무법인 지평(미얀마 외국인투자절차 개요와 투자 및 운영 관련 서식, 2015.12)

36)	번역 : 법무법인 지평(미얀마 외국인투자절차 개요와 투자 및 운영 관련 서식, 2015.12)

부록

(d) 수습 기간 동안,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통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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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종업원이 수습 기간 동안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은 최소한 7일 전에 회사,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임일에 잔여 임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7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잔여 임금/급여는 최소한 사직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f) 회사가 “견습생”을 채용하는 경우, 견습생의 임금은 기본 임금 또는 급여의 5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회사는 견습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g) 견습생의 해임, 면직 및 사임에 관련된 사항은 위 제2조 제(d)항 및 제(e)항에 따라 처리한다.

3.

보수/임금/급여

(a) 임금노동자 (챠트/외화)

- _____________________

(b) 성과급 (챠트/외화)

- _____________________

(c) 급여 (챠트/외화)

- _____________________

(d) 보수/임금지급기간

- _____________________

주:
(a) 회사와 종업원은 임금 및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모든 노동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b) 일일 임금노동자 또는 급여를 받는 임금노동자는 임금 및 급여의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통지 받아야 한다.
(c) 기본

임금/급여

외에도,

종업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보수

및

수당이

임금/급여(“기본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업원이 매월 근무에 대해 받는 기본 보수/임금은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업장 위치
[회사명]은 ______지방/주 ______시 _______구/마을/공업지대, _______거리 ____번지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공장/작업장/사업장/회사이며,

연락처는

________________, 및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이다.

전화:

______________,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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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a) 계약 기간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 __년 __개월 __일이다. 종업원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종업원은 본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한 1개월 전에 본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상을 통해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6.

1부. INGO 등록

5.

근무 시간

다음과 같다.
(a) 정상/교대

- _____________________

(b) 시작 시각

- _____________________ 종료 시각- _____________________

(c) 휴식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부터 (_____________________)까지

(d) 점심 시간

- (_____________________)부터 (_____________________)까지

2부. NGO 운영 및 활동

정상 근무 시간은 매일 8시간이며, 매주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작업의 특징상 사업
운영이 계속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은 매주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상 근무 시간은

주: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기준국의 해당 시/구 담당부서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휴일, 공휴일 및 휴가

(a) 주휴일: 일반적으로,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이다. 사업의 특징과 현지 관습에 따라 회사와
종업원은 합의 하에 매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다. 종업원은 주휴일에 기존 노동법률에
따라 임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부. 미얀마 정보

7.

(b) 공휴일
1.

공휴일(법정 공휴일)은 연방 정부가 매년 고시로 정한다. 종업원은 공휴일에 대하여
임금/급여를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

2.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 날은 공휴일로 간주된다.

(c) 휴가: 종업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휴가를

(1) 연차 휴가:

근무 개시일부터 12개월 동안 임금/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휴가가 6일 허용된다.

종업원이 1년 이내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휴가를 익년에 사용할 수 없다. 각
연차 휴가는 종교적, 사회적 이유, 또는 장례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을 초과하여

부록

사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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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연차 휴가를 다른 유형의 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긴급
사항은 서신 또는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회사,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적절히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신청서는 종업원이 업무에 복귀한 날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산 휴가: 종업원이 12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종업원은 기본
임금/급여를 지급받는 휴가를 매년 10일 연속하여 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이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각 휴가일은 매월 가산 휴가로부터 공제된다.
(3) 병가:
(a) 종업원은 2012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또는 1951년 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Leave and Holidays Act)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b) 사회보장법상 자격이 없는 근로자/종업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매년 유급병가가 30일
허용된다.
(c) 사회보장법상 자격이 없는 근로자/종업원이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매년 무급병가가 30일
허용된다.
(d) 종업원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종업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모성보호휴가
(a) 사회보장법상 자격이 있는 종업원은 2012년 사회보장법 또는 1951년 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b) 사회보장법상 자격이 없는 종업원은 1951년 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성보호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
(5) 무단 결근
(a)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거나 보고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간주된다.
(b) 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c) 회사,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 결근하는 경우, 종업원은
징계조치에 처해지거나 해고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8.

시간외 근무

(a) 시간외 근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와 종업원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b) 시간외 근무수당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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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무 시간 동안 식사에 관한 합의

(a) 조식 (포함 / 불포함)

- _____________________

(b) 중식 (포함 / 불포함)

- _____________________

(c) 석식 (포함 / 불포함)

- _____________________

(a) 회사는 숙박을 제공한다 (포함 / 불포함)

-_____________________

(b) 회사가 1년에 공급하는 유니폼 (포함 / 불포함)

-_____________________

(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벌)
(c) 회사가 1년에 공급하는 안전복 (포함 / 불포함)

- _____________________

(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벌)

2부. NGO 운영 및 활동

10. 숙박 및 유니폼

11. 의학적 치료
(a) 회사는 2012년 사회보장법상 자격이 없는 종업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1)

고용/직업 관련 부상

(2)

고용/직업 관련 질병

(3)

고용/직업 관련 질환

(b) 2012년 사회보장법상 자격이 있는 종업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부. 미얀마 정보

주선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2. 직장까지 교통편 제공 및 교통비
(a) 직장까지 교통편 주선
- _____________________

(2) 교통편 제공 / 교통비

- _____________________

(3) 자체 주선

- _____________________

부록

(1) 회사가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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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통비: 회사는 업무 관련 국내외 교통비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스위트 경비 (해외출장만 해당)

- _____________________

(2) 생활비

- _____________________

(3) 식비

- _____________________

(4) 교통비 (생명보험 포함)

- _____________________

(5) 일일 수당

- _____________________

(6) 기타 수당

- _____________________

13. 연수
(a) 회사는 종업원이 고용/직무 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b) 관련 법률에 따른 종업원의 직무 능력 개발 프로그램 참석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4. 사임 및 해임
(a) 사임
(1) 확정된 종업원이 본 계약 만료 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은 해당 부서 책임자를 통해
해당 회사,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최소한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종업원은 공식 사직서를 승인 받으면 급여 카드, 신분증, 직장의 장비 및 부대용품 등 제공
받은 항목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실행한 거래, 금전 및 자료는 체계적으로
회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이 본 계약 만료 전에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종업원에게 (있는 경우) 남은 가산 휴가를 허용한
후 사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사임의 경우, 위 제13조에 따라 회사의 경비 부담 하에 직무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석한
종업원은 발생한 경비를 보상한 후에 사임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후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종업원은 연수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b) 해임/ 면직
(1) 복무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종업원에게는 1차 구두 경고, 2차 서면 경고, 및 준수확약서를
요구하는 3차 경고 후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3회 경고 후에도 다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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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위 제(1)호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는 기존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명시된 보상금(공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한 후 해임할 수 있다. 단, 종업원은 정당한 사유

1부. INGO 등록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회사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을 면직할

없이 면직될 수 없다.

15. 계약의 해지

(a) 계약 기간 만료
(b) 공장 폐쇄
(c) 회사에 기인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업무/운영의 폐쇄/중단
(d) 회사 또는 종업원의 본 계약 규정 위반
(e) 종업원의 사망

2부. NGO 운영 및 활동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될 수 있다.

(f) 종업원의 유죄 판결

16. 회사의 의무

종업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 사업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임시로 중단되는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상호 합의한 요율에 따라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c) 신체 상해, 영구적 부분 장애,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부상/사망한
종업원 또는 그 수익자/상속인은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3부. 미얀마 정보

(a)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전면적인 폐쇄, 양도 및 매각, 중단 및 축소에 처해지는 경우,

(d) 총 종업원수가 1,000인 미만인 경우, 임금/급여는 임금지급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종업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사업/공장의 경우, 임금/급여는 임금지급기간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급여는 하루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임금지급기간은 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 종업원은 노동단체 가입,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등을 근거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f) 고용자, 감독자, 또는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 미얀마에 오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미얀마의 기존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해야 한다.
(g) 회사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h)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책임이 있다.

부록

법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위와 같은 외국인들이 미얀마의

162 NGO 길라잡이-미얀마

17. 종업원의 의무
(a) 종업원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b) 종업원은 적절한 주의의 결핍, 과실 또는 유용으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의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c) 종업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실 및 수치, 통계정보, 중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d) 종업원은 허가 없이 부서의 메모, 문서, 거래 및 기록을 발췌, 복사, 제거, 파괴 또는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e) 종업원은 근무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및 방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회사/공장/사업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회사가 명기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은 직장에서 평화, 질서 및 보안을 해칠 수 있는 행위, 행동 또는 발화를 피해야
한다.
(f) 종업원은 노동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g) 종업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할 책임이 있다.
(h)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미얀마에 오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미얀마의 기존 법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미얀마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i) 종업원은 절차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회사의 사업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j) 종업원은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검토와 승인을 받은, 회사/공장/사업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명기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8. 고용 계약의 상호 해제/갱신
(a) 회사와 종업원은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호 동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본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19. 분쟁 해결
(a)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상과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b) 분쟁이 위 제(a)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노동분쟁해결법 등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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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와 종업원이 기존 노동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상, 논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및노동교환국(Township Employment and Labour

1부. INGO 등록

20. 본 계약의 수정 및 보완

Exchange Office)에 신규 고용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b) 관할 지방고용및노동교환국은 신규 계약을 수령하여 검토한 후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본 계약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c) 본 계약은 회사와 종업원이 본 계약에 서명한 후 관할 지방고용및노동교환국이 본 계약을
승인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d) 관할 지방고용및노동교환국은 본 계약을 수령하고 검토한 후 본 계약에 서명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2부. NGO 운영 및 활동

21. 효력 발생일

22. 의무
(a) 회사와 종업원은 자신들의 의무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이행해야 하며, 본 계약에 명기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3. 기타 조항
(a) 회사와 종업원은 상호 합의 하에 현지 축제, 스포츠활동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한다.

3부. 미얀마 정보

(b) 본 계약은 원본 3부로 체결하여 노동부, 회사 및 종업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한다.

(b) 회사는 기본 법률에 따라 회사와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c) 회사가 직장의 특징에 따라 경미한 또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제정한 규칙 및 규정은 본
계약에 별지로 첨부되고 편입된다.
(d) 천재지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대피 준비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 회사는 직장 내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위생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부록

회사와 종업원은 위 규정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으며, 각각의 자유 의사 및 진정한 의도로 각자를
대표하는 아래 증인의 입회 하에 본 계약에 서명하기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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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서명 (또는)
왼손 엄지 지장
서명
- __________________
이름
- __________________
직함/직위
- __________________
N.R.C./여권번호 - __________________
업무/부서
- __________________
날짜

회사 (또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서명
서명
- __________________
이름
- __________________
직함/직위
- __________________
N.R.C./여권번호 - __________________
업무/부서
- __________________
날짜

종업원
서명
이름
직함/직위
N.R.C./여권번호 업무/부서
날짜

회사 측 증인
서명
- __________________
이름
- __________________
직함/직위
- __________________
N.R.C./여권번호 - __________________
업무/부서
- __________________
날짜

측 증인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승인 서명란
Seal

직위

- _____________________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

구/시 담당 공무원
노동부
_____________________ 구/시
_____________________ 지방/주
날짜 -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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