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법률 제2014-1호, 2014. 1. 23., 제정]

원문

번역문

The Pyidaungsu Hluttaw hereby
enacts this Law.

미얀마 연방의회는 이로써 이
법안을 제정한다

Chapter I
Title, Relevance and Definition

제1장
제목, 관련성 그리고 정의

1. This Law shall be called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제1조
이 법안은 2014년도 미얀마
경제특구법으로 명명한다.

2. This Law is relevant to all the
Special Economic Zones.

제2조
이 법안은 모든 경제특구에
관련성을 갖는다.

3. The following expressions
contained in this Law shall have
the meanings prescribed
hereunder:

제3조
이 법안에 포함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을 의미한다:

(c) Special Economic Zone means
the zone notified and established
by the Central Body as the
Special Economic Zone by
demarcating the boundary and

(c) 경제특구는 중앙기관이
경계선을 없애고 이 법안에 따라
공지를 발행함으로써
특별경제구역으로 세웠음을
선포한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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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ing the notification under this
Law;
(d) Infrastructures mean physical
fundamental requirements
connected with Special Economic
Zone such as electric power
supply, water supply, sewage
treatment, transportation, road,
railway, port, airport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fundamental requirements that
are not physical such as computer
programmes management
programmes which can carry out
tasks in easy and
effective ways;
(e) Developer means company,
person or organization, as the
case may be, which is permitted
by the Management Committee to
implement care by case in the
development works,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operations or
maintenance work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rules, regulations,
notifications, orders, directives,
procedures issued under to this
Law;
(f) Investor means citizen and
foreigner who establish the joint
venture business or citizen or
foreigner who implements the
investment business permitted by
the relevant Management
Committee case by case in the

(d) 인프라는 전력공급, 물 공급,
하수처리, 교통, 도로 철도, 항구,
공항, 통신네트워크와 같은
경제특구에 연관된 물리적
기반사항과 효율적 방식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과 같은 비물리적
기반사항을 의미한다;

(e) 개발자란 이 법령의 조항,
규칙, 규정, 공지, 명령, 지령 및
이 법안으로 발행된 절차에 따라
경제특구의 개발,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 하도록
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회사,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f) 투자자란 합작투자사업을
수립한 시민과 외국인 또는
경제특구와 관계된 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투자사업을 설립한 시민
또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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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conomic Zone;
(i) Free Zone means the area
which is deemed to be situated
outside the country which i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Customs Department to be
entitled to the exemption of the
customs duty and other taxes
relating to the good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goods imported into this zone. In
this expression also includes the
Free Zone business
manufacturing area,
transportation area and
international wholesale area;
(j) Promotion Zone means the
internal taxation area situated
within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other activities which are not
the activities of Free Zone;
(k) Free Zone Activity means
activities situated within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export-oriented activity which
has the same rights as the factory
activities in the Free Zone which
are not separately prescribed as
the Free Zone or the Promotion
Zone;.
(n) Central Body means the
Central Body relating to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formed by the Union Government
under this Law;
(o) Central Working Body means

(i) 자유구역이란 관계
관리위원회와 세관의 규정에 의해
경제특구 내의 제품에 부과된
관세와 기타 세금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 이외에
위치하는 것을 간주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위의 지역은
자유구역내의 제조업지역,
수송지역, 국제도매지역을
포함한다.

(j) 홍보구역이란 경제특구 내에
위치한 내국세 적용지역이며,
자유구역의 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을 하는 지역이다;
(k) 자유구역활동이란 경제특구
내의 활동과 자유구역 또는
홍보구역으로 따로 명시되지 않은
자유구역에서의 공장활동이 가진
것과 같은 권리를 지닌 수출기반
활동을 의미한다;

(n) 중앙조직이란 이 법안에 따라
연합정부가 설립한 미얀마
경제특구와 관련된 중앙조직을
의미한다;
(o) 중앙실무기관은 이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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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Working Body
relating to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formed by the
Central Body under this Law;
(p) Management Committee
means the Special Economic Zone
Management Committee formed
under this Law to carry out the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works in the
relevant Special Economic Zone;

따라 중앙기관이 설립한 미얀마
경제특구와 관계된
중앙실무기관을 의미한다;

Chapter II
Objectives

제2장
목적

(p) 관리위원회는 관련
경제특구에서 관리, 행정,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 법안에
따라 형성된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Chapter III
제3장
Formation of the Central Body and 중앙기관의 설립과 그의 기능 및
its Functions and Duties
의무

Chapter IV
Formation of the Central Working
Body and its Functions and
Duties

제4장
중앙실무기관의 설립과 그의 기능
및 의무

Chapter V
Format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its Functions

제5장
관리위원회의 설립과 그의 기능

Chapter VI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제6장
경제특구의 설립

Chapter VII
Stipulations of Free Zone and
Promotion Zone

제7장
자유구역에 대한 조항과 홍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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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he relevant Management
Committee in a Special Economic
Zone:
(a) may stipulate any specifie
demarcation as Free Zone or
Promotion Zone as may be
necessary;
(b) may stipulate other zones
according to the market demand
in addition to the Free Zone and
Promotion Zone;
(c) may stipulate any export
oriented activities as Free Zone
Business on each activity if there
is no specifie stipulations as
Free Zone or Promotion Zone.

제16조 경제특구 관련
관리위원회는:

(a)필요에 따라 자유구역 또는
홍보구역으로 특정 구획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b) 자유구역과 홍보구역 이외에
시장수요에 따라 다른 구역을
규정할 수 있다;
(c) 자유구역 또는 홍보구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모든 수출기반 활동을 자유구역의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17. The Free Zone business
stipulated by Section 16
Subsection (c) may obtain the
privileges of the businesses
located in the Free Zone, and
other activities which are not
stipulated as the Free Zone
businesse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may obtain the
privileges of the businesses
located in the Promotion Zone.

제17조 제16조의 (c)항에서
규정한 자유구역사업은
자유구역에 위치한 사업에 대해
특혜를 얻을 수 있고, 경제특구에
있는 자유구역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활동들은 홍보구역에
위치한 사업에 대해서 특혜를
얻을 수 있다.

18. The Customs Department:
(a) shall protect the imported
goods from overseas and the
manufactured products of the
Free Zone so as not to enter the
domestic market or into the
Promotion Zone without

제18조 관세국은:
(a) 해외 수입품과 자유구역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통관의
의무를 지지 않고 홍보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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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 clearance of customs
duties;
(b) shall specify the entries and
exits of the Free Zone and the
ways to be applied in order to
secure for the safety of the Free
Zone boundary;
(c) shall carry out the matters of
customs duty clearance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which is clear and
comprehensible customs duty
procedures. If it is necessary, the
Custom Department may carry
out the actual inspection at the
place where the investor’s
business is situated;
(d) may take action according to
the relevant customs duty
procedures in examining under
sub-section (c), if it finds any
non-conformity with the
stipulations.

(b) 자유구역 경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구역으로
들어오고 나감과 나가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c) 명확하고 종합적인
관세절차로 이루어진 국제규범에
따라 통관의 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경제특구에서 이행한다.
필요한 경우 관세국은 투자자의
사업이 있는 곳에서 실제 검사를
실시한다;

(d)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 (c)항에 있는 관련
세관절차에 따라 행동을 취할 수
있다.

19. The Customs Department and
the relevant department shall
stipulate the procedures relating
to customs duty clearance for the
transportation of manufactured
products of the Free Zone to the
domestic market or to the
Promotion Zone.

제19조 관세국과 관련 부서는
자유구역에서 제조된 상품이
국내시장 또는 홍보구역으로
운송되기 위해 통관의무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20. It shall be deemed that the
goods transported from the Free
Zone to the domestic or to the

제20조 자유구역 또는
홍보구역으로 이송된 해당
제품들은 해외수입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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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Zone as imported
goods from overseas, and the
transportation of raw materials
from overseas to the Free Zone
which are then manufactured in
the Free Zone as finished or
partly finished products and then
transported to the domestic or to
the Promotion Zone as
importation to the domestic;

간주해야 하며, 원료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자유구역에서 완성품
또는 부분적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국내 또는 홍보지역으로 들어온
경우 국내지역으로의 수입으로
간주해야 한다;

21. If there is no other provisions
relating to the goods under
section 20, the customs duties
and other related taxation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s.

제21조 제20조에 해당 제품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경우, 관세와
세금관련 기타 사항은 기존
법안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

22. The goods transported from
the domestic region or the
Promotion Zone to the Free Zone
shall be deemed as the export
products of the State.

제22조 국내지역에서 운송된 제품
또는 홍보지역에서 자유지역으로
운송된 제품은 국가 수출품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The manufacturing business
located in the Free Zone or Free
Zone businesses shall mainly be
export oriented manufacturing
business. Such supporting
business and export oriented
busines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where there is no specifie
stipulation on Free Zone and
Promotion Zone may be
determined as Free Zone
business.

제23조 자유구역에 있는 제조사업
또는 자유구역 사업은 주로
수출기반 제조사업이어야 한다.
자유구역과 홍보구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제특구에서
이러한 지원사업과 수출기반
사업은 자유구역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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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 hundred percent citizen
investment or a hundred percent
foreign investment or joint
venture between citizen and
foreigner can be carried out in the
Free Zone.

제24조 순수 국내투자 또는 순수
외국인투자 또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합작투자는 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5. The maximum percentage of
the amount of goods
manufactured in the Free Zone
which may be delivered and sold
to the domestic market or to the
Promotion Zone may be
prescribed by the Rules.

제25조 자유구역 내에서 제조되어
국내시장 또는 홍보구역으로
운송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의 최대
수량은 이 규정에서 명시될 수
있다.

26. In the transportation of goods
from the Special Economic Zone
to other country, if passing the
outside area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shall be
transported by the sealed
containers.

제26조 경제특구에서 타국가로
제품이 경제특구가 아닌
외부지역을 통과해서 운송되는
경우 컨테이너를 봉한 상태에서
운송되어야 한다.

27. A hundred percent citizen
investment, or a hundred percent
foreign investment or joint
venture between citizen and
foreigner can be carried out in the
Promotion Zone.

제27조 순수 국내투자 또는 순수
외국인투자 또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합작투자는 홍보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8. (a) The Promotion Zone is
the location of the business which
is based on the domestic market
or the market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it is also the
place where the business
such as manufacturing business

제28조 (a) 홍보구역은 국내시장
또는 경제특구 내 시장을
기본으로 한 사업이 위치하는
곳이며, 또한 국내시장, 주택,
백화점, 은행사업, 보험사업,
학교, 병원, 오락시설에 관련된
제조사업이 투자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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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domestic market,
housing, departmental store,
banking business, insurance
business, school, hospital and
recreatinal places can be
invested.
(b) The manufacturing business
in the Promotion Zone are mainly
based on the domestic market,
and they can be exported directly
from such business and delivered
to the Free Zone businesses.
(c) Other businesses situated in
Special Economic Zone where
there is no specific stipulation of
Free Zone or Promotion Zone
which are not the Free Zone
business shall be specified as the
business invested in the
Promotion Zone.

곳이다.

Chapter VIII
Types of Investment Business,
the Duties and the Exemptions of
the Investor

제8장
투자사업, 관세와 투자자의 면제
사항

29. The investor is entitl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investment busines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a) manufacturing finished
products from raw materials,
processing goods warehousing,
transportation and providing
services;

제29조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다음의 투자사업을 경제특구에서
수행할 자격이 있다:

(b) 홍보구역에 있는 제조사는
주로 국내시장을 근거로 하며, 이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수출해
자유구역의 사업체로 배송할 수
있다.
(c) 자유구역 또는 자유구역
사업체가 아닌 홍보구역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제특구에
위치한 기타 사업체는
홍보지역에서 투자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a)원료로 최종제품의 제조,
제품의 처리와 적재, 운송 및
서비스 제공;

9

(b) transporting and importing
raw materials, packaging
materials, machinery instruments
and equipment, and fuel oils to be
used in the investment business
from the domestic or overseas to
the Special Economic Zone;
(c) trading the manufactured
products from the investment
business to the domestic and
overseas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d)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offices for investment business
and overseas service works at the
stipulated place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e) carrying out other economic
business which are not prohibited
by the State,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30. The person intending to
invest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shall apply to the
Management Committee to obtain
the investment per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stipulated under this
Law

(b) 투자사업에서 사용될 원료의
수송과 수입, 원료, 기계류, 장비,
연료유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경제특구로 운송과 수입;

(c) 투자사업을 통해 제조된
제품을 이 규정에 따라 국내 및
해외로 거래;

(d) 경제특구의 규정된 장소에서
투자사업과 해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사무실을 수립하고
운영;

(e) 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았으며 해당 국가에서 금지되지
않는 기타 경제사업의 수행.

제30조 경제특구에서 투자할
의도가 있는 개인은 해당 규칙과
이 법안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투자가 허용되도록
신청해야 한다.

31. The investor shall complete
the investment construction in
the stipulated period and operate
profitably the investment

제31조 투자자는 규정된 기간
동안 투자구성을 완료하고
투자사업을 수익성 있게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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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f the investment
business is unable to be
completed during the stipulated
period, the investor shall submit
the justification reason to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dvance. If delay is found without
any justification reason, the
Management Committee may
revoke the investment per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한다.
만약 투자사업이 규정된 기간
동안 완료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미리 관리위원회에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항이
지연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투자허용을
철회할 수 있다.

32. The investor is entitled to the
following income tax exemption
and reliefs:
(a) for investment business in
the Free Zone or the Free Zone
business, there shall be income
tax exemption for the first seven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ommercial operation;
(b) for investment business in
the Promotion Zone or other
business in
the boundary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there shall be
income tax exemption for the
first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ommercial operation;
(c) for the investment business
within the Free Zone and the
Promotion Zone, there shall be
fifty percent relief on the income
tax rate stipulated under the
existing law for the second five

제32조 투자자는 다음에 대한
수입세 감면과 경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a) 자유구역 내 투자사업 또는
자유구역 내의 사업을 하는 경우
상업적 운영 시작일로부터 첫
7년동안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b) 홍보구역에서 투자사업을
하거나 경제특구 경계 지역에서
기타 사업을 하는 경우, 상업적
운영 시작일로부터 첫 7년동안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c) 자유구역과 홍보구역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두 번째
5년 동안 기존 법령에 따라
규정된 소득세율을 적용해 50%를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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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d) for the investment business
within the Free Zone and the
Promotion Zone there shall be
fifty percent relief of the income
tax rate stipulated by the existing
law for the third five years on
the profit which is obtained from
the business if it is reinvested
within one year in the business as
a reserve fund.

(d) 자유구역과 홍보구역 내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세 번째
5년 동안 기존 법령이 규정한
소득세율에 따라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일년 내에 예비금으로
해당 사업에 재투자되는 경우
50% 감면을 받는다.

33. After the expiry of the tax
exemption and relief period under
Section 32, if the tax exemption
and relief under this Law are not
permitted again, the investor shall
pay the income tax at the rate
stipulated by the existing law.

제33조 만약 이 법안에 의거해
세금 면제와 감면이 다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세금면제와 감면 기간의
만료 후 투자자는 기존의 법이
규정한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지불한다.

34. The investor shall:
(a) register the business,
company, organizations to be
operated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at the Branch Office of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ies
Administration which is opened
jointly with the Office of
Management Committee within
the Special Economic Zone;
(b) report the sit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n the investment
business to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제34조 투자자는:
(a) 해당 사업, 기업, 기관이
경제특구에서 운영되도록
경제특구 내의 관리위원회
사무소와 합동으로 설립된 투자와
기업행정이사회 지사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다;

(b) 해당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시행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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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pulations;
(c) compile and keep the
business statistics, accounts and
records
accuratel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d) destroy the perished,
unusable or sub-standard
medicines and food stuffs of the
investment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t
the stipulated place.

(c) 사업통계수치, 장부와
보고서를 국제표준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관한다;

(d) 규정된 장소의 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패했거나 기준
이하의 약품과 식료품을
폐기한다.

35. The investor shall not only
abide by the environmental
standards
described in the Myanmar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and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carry ou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in order not to
have undesirable health and social
impact.

제35조 투자자는 미얀마
환경보존법과 국제표준을 준수할
뿐 아니라 보건과 사회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의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

36. The investor who has
intention of terminating or
liquidating the
business or company or
organization shall carry out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after giving
prior notice to the Management
Committee.

제36조 자신의 사업, 기업 또는
기관을 종료 또는 파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투자자는
관리위원회에 이를 공지한 후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7. The investor may re-register 제37조 투자자는 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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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fer of part or whole of
theshares of the business or
company or organization after
giving prior notice to the
Management Committee.

사전공지를 한 후 사업 또는 기업
또는 기관의 주식 전체 또는
일부의 양도를 재등록할 수 있다.

Chapter IX
제9장
Development Business, Duties and 개발사업, 개발자의 의무와 면제
Exemptions of Developer
38. Development business may be
carried out as follows:
(a) it may be carried out as a
developer by the private, or by
the government, or by
incorporation of private and the
government;
(b)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may be carried
out as a developer by a one
hundred per cent citizen
investment, or a one hundred per
cent foreigner investment, or a
joint venture investment of the
citizen and the foreigner or
intergovernmental investment.

제38조 개발사업은 아래와 같이
수행될 수 있다:
(a) 개발사업은 민간이나 정부
또는 민간기업과 정부의 개발자가
수행할 수 있다;

39. The developer:
(a) may, after entering into a
leasing contract with the relevant
Management Committee,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sub-leasing the land to
the investors and making
maintenance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under the

제39조 개발자는:
(a) 관계된 관리위원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투자자는 관리위원회의
감시하에 경제특구에서 토지의
전대차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b) 경제특구의 수립은 순수
국내투자자 또는 순수 외국인
투자자 또는 국내인과 외국인의
합작투자 또는 정부간 투자에
의해 한 사람의 개발자가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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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b) may, if it is the Union
Government, or Divisional or
State Government, carry out the
activities such a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whether directly or by
contracting out the work to other
organizations in transparency;
(c) shall complete each of
development in project the
stipulated period. If it cannot be
completed in the stipulated
period, he shall submit sufficient
justification in advance to the
Management Committee. If
finding of being delayed without
sufficient justifications, the
contract of land lease between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developer
shall be null and void;
(d) may carry out the
infrastructure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by himself or by
contracting out to other
organizations;
(e) may develop by forming
specifie organizations to
construct any of the
infrastructures with the
agreement of the Central Body ,
in developing infrastructures
related to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ch are located outside

(b) 개발자가 연합정부, 분할
또는 국가인 경우 그 개발자는
해당 업무를 다른 기관에 투명성
있게 위탁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경제특구에서 건설, 관리,
유지보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c) 개발자는 규정기간 동안 각
개발프로젝트를 완료한다. 해당
규정기간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발자는 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정당성 없이 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이 발견된 경우, 관리위원회와
개발자간 토지임대계약은
무효화된다;

(d) 개발자는 경제특구에서
자신이 스스로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통해 기반시설을 수립할
수 있다;
(e) 개발자는 경제특구 외부에서
경제특구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개발함에 있어서 중앙조직과의
합의를 통해 해당 기반시설의
건설을 특수 기관을 형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15

the Special Economic Zone.
These organizations shall have
separate accounts. The developer
of the related infrastructure may
be entitled to the privileges of
the developer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frastructures such as
road, railway, bridge and water
supply which will take longer
time to recoup the costs of
investment may be granted more
privileges with the agreement of
the Central Body.
(f) shall, if a related
infrastructure renders its
services not only
within the Special Economic Zone
but also outside the Special
Economic Zone, enter into
contracts in respect of each
sector with the relevant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its services to outside
the Special Economic Zone.

이러한 기관은 독립된 계좌를
갖는다. 관련 기반시설의
개발자는 경제특구의 개발자를
위한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도로, 철도, 다리 그리고 투자비용
회수가 오래 걸리는 물 공급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개발은
중앙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더
많은 특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f) 개발자는 관련 기반시설이
특별경제구역 내에서뿐 아니라
외부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제특구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기관과 해당
부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0. The developer is entitled the
following income tax exemptions
and reliefs:
(a) income tax exemption for the
first eight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
(b) fifty per cent relief of the
income tax rate stipulated by the
existing law for the second five
years; and

제40조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 면제와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다:
(a) 사업운영 시작부터 첫 8년간
소득세 면제;

(b) 두 번째 5년간 기존법안이
규정한 소득세의 50퍼센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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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fty per cent relief of the
income tax rate stipulated by the
existing law for the third five
years on the profit which is
obtained from the business if it is
reinvested within one year in the
business as a reserve fund.

(c) 세 번째 5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예비금으로
1년 이내에 재투자되는 경우
기존법안이 규정한 소득세의 50%
감면.

41. The developer shall, after the
expiry of the tax exemption and
relief period under Section 40, if
the tax exemption and relief
under
this Law are not permitted again,
pay the income tax rate stipulated
by the existing law.

제41조 개발자는 제40조에 따라
세금면제와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 이 법안에 의거해 해당 세금의
면제와 감면이 다시 허용되지
않은 경우, 기존 법안이 규정하는
소득세를 지불한다.

42. If the developer who carries
out the business operation by
himself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he may sublease the land
and building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to the investors
during the permitted period or
during the period of land lease to
operate the business by the
Management Committee.

제42조 만약 경제특구 내에서
개발자가 사업을 스스로 운영하는
경우, 그 개발자는 경제특구에
있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허용된
기간 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토지
임대기간 동안 해당 투자자에게
전차할 수 있다.

43. The developer shall pay the
payable fees for the right to use
land
or the right to operate business
activities either in one lump sum
orregular instalment to the
relevant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greement with the relevant

제43조 개발자는 토지 사용권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운영권에
대한 외상수수료를 일괄지불 방식
또는 일정 할부 방식으로 관련
운영위원회와의 토지계약서에
의거해 관련 부서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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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ommittee.
Chapter X
The Exemptions and Reliefs on
the Import Revenue of the
Developer and the Investor

제10장
개발자와 투자자가 물품의
수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제와 감면

44. The entitlement to the
exemptions and reliefs on the
import taxation shall be as
follows:
(a) for the developer, the
exemptions of customs duties and
other relevant taxation on the
import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for the infrastructures
and own offices; machine
instruments; machinery; motor
vehicles for work and work
materials;
(b) for the investor of the Free
Zone, the exemptions of customs
duties and other relevant taxation
for the import of raw materials
for production, machinery
instrument and necessary spare
parts for production; construction
materials and motor vehicles for
building factory, warehouse and
own office;
(c) for the investor of the Free
Zone, the exemptions of customs
duties and other relevant taxation
on the import of trading goods,
consignment goods, motor
vehicles and other material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제44조 수입세에 대한 면제와
감면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개발자의 경우, 자신의
사무실과 기반시설에 필요한
수입건축자재에 부과된 관세와
기타 세금; 계측기기; 업무와
업무용 자재를 싣는 자동차;

(b) 자유구역의 투자자의 경우,
생산을 위한 수입원자재에 부과된
관세와 기타 관련 세금의 면제,
생산에 필요한 계측기와
예비부품; 건설, 창고, 사무실을
위한 건축자재와 자동차;

(c) 자유구역의 투자자의 경우,
세금이 없는 창고형 판매, 공급과
운송 서비스 사업에 필수적인
판매제품의 수입, 탁송물,
자동차와 기타 재료에 부과된
관세와 기타 관련 세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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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or free-tax wholesale
trading, export trading and
services of provision and
transportation;
(d) for the investor of the
Promotion Zone, the exemptions
of customs duties and other
relevant taxation for five years
from the business commencement
on the import of equipment and
instrument not for sales and their
required spare parts, the
construction materials for
factory, warehouse and own
office, the motor vehicles and
other material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business, and
fifty percent relief of the custom
duties and other taxation for the
consecutive five years.

(d) 홍보구역 투자자의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비판매용 장비와 계측기, 사업에
필수적인 공장 건축용 자재, 창고,
사무실, 자동차, 기타 재료에
부과된 관세와 기타 관련 세금의
면제, 그리고 연이은 5년동안
관세와 기타 세금의 50% 감면.

45. The investor of the Promotion
Zone:
(a) shall regularly pay the
customs and other taxation upon
the importation of raw materials
and other goods for production;
(b) may apply to refund of the
customs duties and other taxation
paid at the time of importing
those materials for the finished or
semi-finished goods produced by
the materials imported under
sub-section (a) are exported
abroad or into the Free Zone.

제45조 홍보지역의 투자자는:

46. The developer and investor:

제46조 개발자와 투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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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타
제품의 수입에 부과된 관세와
기타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b) (a)항에 의거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자유구역으로
수입된 원자재로 생산된 완제품
또는 반완성품에 필요한 자재의
수입 시기에 지불된 관세와 기타
세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a) shall not sell and transfer the
imported machinery, equipment,
instruments and motor vehicles to
the outsid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b) shall repay the exemptions or
relief which were enjoyed at the
time of import if the materials
were sold and transferred under
sub-section (a) as a special
case.

(a) 수입된 기계류와 장비,
계측기, 자동차를 특별경제구역
외부로 판매하거나 이송할 수
없다:

47. The developer and investor
shall take the decision of the
relevant Management Committee
regarding the provisional period
of import permission in relation
to the import of large machinery
and equipment in the short period
for use in the initial of
construction work.

제47조 개발자와 투자자는 건설
초기에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대형 기계류의 수입과 관련한
수입허용 예비기간에 대해 관련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8. The developer and the
investor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shall be permitted to
manage to retrieve the losses for
five years after the year of losses
incurred.
49. In relating to commercial tax
or value-added tax:
(a) The investor of the Free
Zones may be given exemption of
the commercial tax or valuedadded tax;
(b) The investor of the
Promotion Zone may be given
exemption and relief of the

제48조 경제특구의 개발자와
투자자는 손해가 발생한 년도
이후 5년 동안 손해를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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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약 (a)항에 따라 원자재가
판매되고 이송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규정하고 물품을 수입할
때 면제와 감면 받은 세금을
상환해야 한다.

제49조 상업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a) 자유구역의 투자자는 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주어진다;
(b) 홍보지역의 투자자는 이
법안이 제공하는 감면기간 동안
상업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commercial tax and value-added
tax during the period of relief
provided in this Law.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relief, the commercial tax and
value-added tax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c) The investor may apply for
the exemption of commercial tax
or value-added tax for
manufactured goods which will be
exported.
(d) The investor of the Free
Zone may apply the exemption
for import tax or value-added tax
for the goods imported from the
local or Promotion Zone to the
Free Zone.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0. Except for goods which are
prohibited and restricted by the
Union Government, the goods
exported directly or indirectly or
re-exported from the Special
Economic Zone are entitled to
exemption of taxes and other
assessments.

제50조 연합정부가 금제하고
제한한 제품을 제외하고,
경제특구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된 제품 또는
재수출된 제품은 세금과 기타
평가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

51. The developers and investors
may apply the exemption of
income tax for the dividends
distributed to each shareholders
based on the profits accrued
locally for which tax has been
paid.

제51조 개발자와 투자자는 세금이
지불된 지역적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본으로 각 주주에게 배당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52. The actual expenses of

제52조 기술자 또는 반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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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이 끝난 후 상업세와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

(c) 투자자는 수입될 제조품에
대한 상업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d) 자유구역의 투자자는 지역
또는 홍보구역에서 자유구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된 수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conducting local training by the
investor of the Free Zone to the
skilled worker or semi-skilled
worker or the staff of the
management sector and providing
the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deductible from
the taxable income.

또는 관리부문의 직원에게
자유구역의 투자자가 실시한
지역적 훈련과 사업 연구개발을
하는데 사용된 실제 경비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입에서
제할 수 있다.

Chapter XI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11장
분쟁의 해결

Chapter XII
Withholding Tax from the Source

제12장
source에서 세금의 withhold

55. If the non-resident foreigner
has no business established in
Myanmar but has the right to
carry out business related to the
Special Economic Zone under any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 the payer shall deduct the
withholding tax from the source
of the royalty, interest and
payments for the business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rate prescribed under
the Income Tax Law and pay it to
the relevant authority;
(b) the payer shall deduct the
withholding tax from the source
of rental fee and other similar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rate prescribed under
the Income Tax Law and pay it
to the relevant authority.

제55조 만약 비거주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수립한 사업이 없으나
자산과 지적재산권에 따라
특별경제구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 경우:

(a) 해당 세금 납부자는
수입세법에 따라 명시된
소득세율에 따라 로열티, 이자
그리고 사업서비스의 원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를 공제해야
하며 이것을 관련 당국에
지불한다;

(b) 해당 세금납부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명시된
소득세율에 따라 임대수수료와
기타 유사한 소득의 원천금액에서
원천징수세를 공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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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련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Chapter XIII
Bank and Finance Management
and Insurance Business

제13장
은행과 금융관리 및 보험 사업

Chapter XIV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제14장
Goods by the Customs Department 세관에 의한 제품의 관리와 검사

I hereby sign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본인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거해 이에 서명합니다.

sd/ Thein Sein
President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d/ Thein Sein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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