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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항공 규모 축소로 경영 효율성 높인다 (3.3, Bangkok Post)
o 타이항공은 3년간의 채무상환유예를 포함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하여 법률집행국에
제출하였고 오는 5.12일 채권자 집회(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 총 채무규모는 4,100억 바트(약 137억 달러)이며 13,000여 명에 이르는 채권자가
동 회생계획에 동의할 경우 중앙파산법원의 최종결정을 통해 회생절차에 돌입하
게 됨.
※ 법정관리인으로는 피야싸왓 사외이사, 짜끄릿 부회장 지명

o 경영 효율성 재고를 위해 `25년까지 83개 노선을 75~80개 노선으로 단축하고 항공
기 기종을 현재의 12종에서 5종으로 단축할 계획임.
- ‘19년 29,000명에 이르던 직원 수는 현재 21,000명 수준이며 금년 말까지 15,000
명 수준으로 추가 축소 계획임.
※ 코로나 19 여파로 `20년 1,410억 바트(약 47억 달러) 순손실 발생

□ FDI 촉진 위해 새로운 투자진흥책 발표 예정 (3.3, Bangkok Post)
o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해외기업의 태국 투자를 촉
진하기 위하여 4월 중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투자진흥
책을 발표할 예정임.
- 수파타나퐁 부총리는 작년 4분기부터 경제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새
로운 투자진흥책으로 금년부터 FDI 유입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히며 금년도 민간분야 실질투자 유입이 약 4,500억 바트(약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정부에 조속한 백신여권 도입 촉구 (3.4, Bangkok Post)
o 3개산업 합동상임위(JSCCIB)는 외국인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에 백신여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EU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 디지털 그린패
스를 추진하고 있듯이 태국도 자국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함.
o 쁘라윳 총리는 백신여권시스템의 전 세계적 통용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었고 외교부에 도입 관련 정책검토를 지시함.
- JSCCIB는 백신여권 도입이 관광분야를 비롯한 태국 경제회복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함.
□ 금년 경제 4% 성장 전망 유지 (3.5, Bangkok Post)

o 수파타나퐁 부총리는 금년도 수출, 국내관광, 정부 경기부양책이 금년도 경제회복
을 이끌 것이며 정부가 관광산업, 내수소비, 수출투자 회복에 적극 노력하여 금년
도 4%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함.
-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가 금년 수출 성장전망을 4.2%→5.8%로 상향조정
한 바와 같이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함.
- 작년도 국내 관광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0% 감소한 6천
억 바트(약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정부는 추가 관광진흥책을 마련할 계획이
라고 함. 또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책도 준비 중
※ 재무부 재정정책국(FPO)은 금년 GDP 성장 전망을 4.5%→2.8%, NESDC는 3.5~4.5%→
2.5~3.5%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3개산업 합동상임위(JSCCI)는 1.5~3.5% 전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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