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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요인

필리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먼 거리에서 
찾아 온 전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 자원은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열정과 
여유를 잃지 않으며, 또한, 예의와 환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높은 경쟁력과 다양한 기술을 
비롯하여 높은 근로윤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타고난 근면 
및 성실, 교육 수준, 다언어 역량 등을 바탕으로 고학력, 다문화, 다언어 
측면의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공사(IFC)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필리핀은 전년도 11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본 2018년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요소를 
측정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소수지분 투자자 보호, 건설 허가 관련 
업무, 납세 및 계약 집행 등의 부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재산 등기, 역외 거래 등의 부문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필리핀의 저비용, 경제적 체력, 글로벌 
수준의 사업 환경 등의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출처: 세계은행

2016-2017지역별 GDP 성장률(%)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5



경제 개요

필리핀 경제는 2018년 3분기 6.1%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풍부한 
투자기회 및 활발한 소비를 비롯하여 제조, 무역, 부동산, 렌탈업 등 
다양한 산업의 성장에 기반합니다. 필리핀은 최근 경제 펀더멘탈이 
강화되면서 수차례 신용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필리핀은 Fitch Ratings, 
Standard & Poor’s (S&P), Moody’s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2013
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내수 수요의 성장이 꾸준한 해외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과 더불어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산업 중에는, 
공업 부문이 6.2%, 서비스 부분이 6.9%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필리핀의 대외무역 규모는 155.8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가전제품은 필리핀의 
주력 수출품으로 2018년 8월 기준으로 7% 성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광물(21.8%), 특별거래(special transactions)(5.8%), 목재(7.5%) 등의 
부문도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홍콩이 필리핀의 최대 수출국이며,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코르디예라 행정구역(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CAR)은 2017년 경제성장률 12.1%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 NCR), 
칼라바르손(Region IV-A: CALABARZON), 중앙 루존(Region III: Central 
Luzon)은 6.7%의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수도권 비중 36.4%)
상위 5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로는 칼라바르손
(CALABARZON), 중부 루존(Central Luzon), 중부 비사야스(Region VII: 
Central Visayas), 수도권(NCR), 삼보앙가 반도(Region IX: Zamboanga 
Peninsula)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노동력

2018년 7월 기준, 연간 노동력 추정조사(Annual 
Estimates of Labor Force Survey)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고용률은 94.6%, 노동참여인구는 4,280만 
명 수준입니다. 서비스 부분은 전체 고용인구 중 
57.5%를 구성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이 23.1%, 공업 
부분이 19.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동가능인구를 7,160만 명으로 가정 시, 
노동참여인구율은 60.1%이며, 실업율은 5.4%
입니다.

출처: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오프쇼어링 및 아웃소싱 

필리핀은, 가격경쟁력, 영어를 사용하는 습득력이 
높은 대졸 인력이 풍부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아웃소싱 대상국가 입니다. 

출처: 필리핀경제자유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관광업 

관광업은 필리핀의 또다른 주요 산업입니다. 필리핀 
관광청(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 2018
년 1~9월 사이 약 540만 명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2017년 490만 명 대비 
8.32%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 1~6월 간 인바운드 관광객 소비액은 
1,463.4억 페소(PhP)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1,274억 페소보다 14.9% 증가한 수준입니다.

필리핀에는 11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일부는 
민관합작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항으로는 마닐라, 세부, 다바오, 클락, 라오아그 
등이 있습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니노이 아퀴노
(Ninoy Aquino) 국제공항은 총 5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선을 비롯하여,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등의 국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으로부터 항공안전 부문 1등급
(Category 1)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로컬 항공사들은 미국 노선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경제 
펀더멘탈이 강화되면서 

수차례 신용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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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도 필리핀 로컬 항공사들의 국제 
항공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과 역량을 
인정하여 필리핀항공, 세부항공 등 로컬 항공사들이 
유럽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Cebu의 막탄(Mactan) 국제공항은 부산, 도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도시에 정기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바오
(Davao) 국제공항은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에 
정기항공편을, 마카오에 계절별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lark에 위치한 클락(Clark) 
국제공항은 홍콩, 두바이, 마카오,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 주요 도시에 대한 
정기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Zambales
의 수빅(Subic) 국제공항은 한국과 마카오에 
정기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으며, Ilocos Norte의 
라오아그(Laoag) 국제공항은 마카오 정기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klan의 칼리보(Kalibo) 
국제공항은 대만을 비롯하여 중국과 한국의 주요 
도시에 정기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필리핀의 주요 국제공항으로는 Palawan의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 국제공항과 Mindanao의 
잠보앙가(Zamboanga) 국제공항 및 제네럴 산토스
(General  Santos)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해상으로는 주요 크루즈선과 국제 컨테이너선이 
마닐라 항에 기항합니다. 필리핀의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Manila와 주요 지방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출처: 마닐라불레틴(Manila Bulletin),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비즈니스월드(Business World )

제조업 

필리핀 정부의 부처간 협의기구인 필리핀 제조업 로드맵
(Philippine Manufacturing Industry Roadmap)에 따르면, 
제조업은 2018년 3분기 기준 4% 성장을 기록하며 
필리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제조업 로드맵을 통해, 2012년 각각 22% 
및 8% 였던 필리핀 경제의 부가가치 기여도 및 총 고용 
기여도를 2025년 30% 및 15%로 높이고자 합니다. 

로드맵 1단계(2014~2017년)는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부품, 
전자기기, 의류, 식품, 자원 기반 산업, 화학, 가구, 공구 및 
다이, 조선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단계(2018~2021년)
는 화학, 철강, 제약, 금속가공, 융복합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 혁신생태계 등 후방산업 내 고부가가치 기업활동 
및 투자로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단계(2022~2025
년)는 첨단기술, 교통, 전자, 화학 등의 산업으로의 이동과 
자동차, 전자, 기계, 의류, 식품 부문 등에 대한 역내 및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
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 이익금 재투자는 
5.7% 증가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미국, 
룩셈부르크가 2.6억 달러 규모의 총 지분투자를 구성하는 
주요 국가로서, 제조업, 부동산, 도소매유통업, 정보통신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필리핀은 굳건한 거시경제 펀더먼탈 및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출처: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필리핀중앙은행

(Bangko Sentral ng Pilipinas)

건설업 

건설업은 민간 부동산 개발 및 정부의 PPP 사업,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재난 재건 사업에 힘입어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산업입니다.

2018년 3분기 기준, 건설업은 공공 및 민간 건설 
부문의 성장에 따라 16.1% 성장하였습니다. 필리핀 
건설업은 명목가치 기준으로 2020년까지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향후 5년간 “Build, Build, Build”
라는 1,580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굳건한 종합적 사회경제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은 75개의 주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 및 운송 시설, 도로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유통 효율화, 원가절감, 소외지역 
투자 등의 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 시설, 수자원 프로젝트, 
관계시설, 홍수통제시설,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공공-민간 협력 

센터(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 국회경제기획국(Senate 

Economic Planning Office)

광업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에 
따르면, 필리핀의 광물 보존량은 금속광물이 약 145
억 미터톤, 비금속광물이 약 676.6억 미터톤으로 
추정됩니다. 보존량 기준으로 필리핀은 글로벌 광물 
시장에서 광물 5위, 금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광물지구과학부(Mines and 
Geosciences Bureau)가 발표한 광물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물 총생산은 1,086.3억 페소에 
달하였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니켈광산 30개, 금광 8개(부산물로서 
은광 포함), 구리광산 3개(부산물로서 금 및 은 
포함), 크롬철광 광산 3개, 철 광산 4개 등 총 48개의 
금속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광물지구과학부(Mines and Geosciences Bureau)

 

재생에너지

정부가 발표한 2012-2030 필리핀 에너지 계획
(Philippine Energy Plan)에 따르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는 연간 3.2%씩 성장하여, 
필리핀 전체 에너지 구성 중 37.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은 이미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지력 에너지 생산자로서, 2,600MW 규모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70,000 
MW, 수력발전은 13,097MW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총 21,937MW 잠재적 용량의 
831개 신재생에너지 서비스 계약이 선정되었으며 
설치된 총 용량은 4,710MW 입니다. 이 중, 445개 
계약은 수력발전 프로젝트, 202개는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중 186개는 
전력망 연계형(on-grid)이며 16개는 자체 소비형
(own-use) 입니다.

필리핀은 바이오디젤 부문에서 고수익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바이오 연료인 코코넛 및 
사탕수수의 주요 생산국 입니다.

출처: 미국농무부(USDA) 해외농업지원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농업

필리핀의 농지면적은 약 1,000만 헥타르 수준이며, 
바나나, 코코넛, 파인애플, 수산물 등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와 코코넛은 
바이오에탄올, 코코넛 디젤오일과 같은 재생 
바이오연료의 주요 원료입니다. 농업부문은 노동력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25.4%를 구성합니다. 

사탕수수 (30%), 고무(7.1%), 코코넛(6%), 가금류
(5.4%), 농업 서비스(4.9%), 망고(4.5%) 등이 빠르게 
성장하며 농업부분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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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책 및 인센티브

필리핀은 언제나 투자를 환영합니다. 일부 경제 활동에 대해서만 
외국인 소유에 규제가 적용됩니다.

필리핀의 법률 및 규제는 모든 투자자 및 기업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

•

•

•

필리핀 투자와 관련하여 몇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인센티브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제공 및 관리 하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제안 중에 있습니다.

주요 투자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없는 재산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수익, 자본이득, 배당소득을 필리핀 중앙은행(Ban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송금할 수 있는 권리

투자 회수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해외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1991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FIA) (또는 공공법
(Republic Act; RA) 제7042호, 공공법 제
8179호에 의한 개정)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가 자유화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목록(Foreign lnvestments 
Negative List; FINL)에 준하여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FlNL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제활동을 열거한 목록이며,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항목(List A 및 List B)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7년 옴니버스 투자 규칙(Omnibus 
Investments Code) 또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EO) 제226호(1987년 
RA 제7918호에 따른 개정)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이 집행하는 
1987년 옴니버스 투자 규칙은, 필리핀 정부가 
국가적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BOI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기업은 
필리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 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에서 나열하는 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2017~2019년에 
해당하는 IPP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식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산업, 고용 증진, 기업가정신 등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IPP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두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인센티브 제공 대항에 포함되었습니다. : 

 
BOI 등록 기업은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로는, 신규로 등록되는 개척
(pioneer) 기업 (6년 간) 및 非개척(non-pioneer) 
기업 (4년 간)에 대한 법인세 감세 및 면세 혜택, 
확장 또는 현대화 프로젝트(3년 간),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세금 공제 및 기타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비재정적 인센티브로는, BOI 등록기업의 
경우, 간소화된 세관절차, 위탁장비(consigned 
equipment)의 무제약 사용, 외국인 고용 선택권 
등이 포함됩니다.

 
1995년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RA 제
7916호, RA 제 8748호에 따른 개정)

본 법률은, 특별경제구역(Ecozones)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이 본 법률을 집행하며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한 
적격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별경제구역은 농업, 공업, 상업, 관광/레크레이션 
등 균형잡힌 개발 지역 조성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지정합니다. 이러한 구역으로는 공업 단지, 
가공단지, 자유무역단지, 관광경제지역, IT단지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특별경제구역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통해, 독립적인 커뮤니티로 개발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경제, 재정, 공업, 관광업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필리핀 내 이웃한 
커뮤니티 및 기관들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하게 되는 기업들은 수출기업, 
자유무역단지 기업, 서비스 기업, 개척기업, 
유틸리티 기업, IT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List A는 헌법 및 해당 법률에 따라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허용된 분야를 포함합니다.

List B는 법률에 따라 외국인 지분 소유가 제한된 
경제활동 또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야로는 국방 
또는 법률집행 관련 활동, 공공 보건 및 도덕과 관련한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본 목록은 납입자본금이 20
만 달러 상당 미만의 중소 내수기업을 포함합니다. 단,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가 인증한 첨단기술에 해당하거나 5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10만 달러를 적용 
받습니다.

수출 비중이 생산의 50% 이상인 경우 (필리핀 

국적자 소유 기업) 

수출 비중이 생산의 70% 이상인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상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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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기업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특별경제구역 기업들은, 각각의 사업활동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대신하여, 법인세 감면/면제, 
면세 수입품(장비, 원자재 등), 기타 공제 등 차감 
후 조정총소득(modified gross income)에 대하여 
특별세율 5%가 적용됩니다.

 
1992년 군부지전환개발법(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ct) (RA 
제 7227호) 

수빅특별경제자유무역구역(Subic Special 
Economic and Freeport Zone; SSEFZ)  

1992년에 통과된 본 법률에 따라, 군부지전환개발청
(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수빅만메트로폴리탄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Olongapo, Subic, Zambales 및 
1947년 필리핀-미국 간 체결된 군사기지협정에 
따라 포함되며 Morong, Hermosa, Bataan의 
관할토지에 속하는 舊 수빅 해군기지 및 관련부지로 
구성된 수빅특별경제자유무역구역(SSEFZ)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67,000헥타르에 달하는 
수빅만자유무역항 (Subic Bay Freeport; SBF) 계획은 
600여개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국제항만시설을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업, 상업, 금융, 
투자 센터를 구축하고 국제항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락특별경제자유무역구역(Clark Special 
Economic and Freeport Zone; CSEFZ)  

2007년 RA9400호를 통해 RA 제7227호가 개정되어, 
1947년 필리핀-미국 간 체결된 군사기지협정 및 
부속합의에 따라 포함되는 Angeles , Mabalacat, 
Porac, Pampanga, Capas, Bamban, Tarlac의 
관할토지에 속하는, 舊 클락 군부지 및 관련부지로 
구성된 클락특별경제자유무역구역(CSEFZ)가 SSEFZ
와 마찬가지로, CSEFZ는 민간용도로 전환된 舊 
미군부지 입니다. 용도 전환의 목적은 본 부지(4,400 
헥타르)와 관련 부지(27,600 헥타르)를 혁신적인 
도시 중심지로 활용하여 IT산업, 항공업, 물류업, 
관광업 등의 산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CSEFZ는 
클락(Clark) 국제공항을 포함합니다.
본 특별경제구역에 등록된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상업, 주거, 관광 시설 활용, 면세 수입, 
조정총소득의 5% 특별 과세 혜택(국세 및 지방세 
대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지역본부(RAHQ), 지역운영본부
(ROHQ), 지역창고(RW)의 계약조건 및 
라이선싱조건에 대한 법(RA 제 8756호) 

1999년 11월 23일 승인된 RA 제8756호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RAHQ), 지역운영본사
(ROHQ), 지역창고(RW) 설립 및 유지와 관련한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지역본부(ROHQ)는 다국적기업이 필리핀에 설립한 
지점으로서, 지역내 계열회사에 적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경영관리기획, 사업 기획 및 조정, 
원자재 및 부품의 소싱/조달, 기업 재무자문 등이 
있습니다. 

지역본부(RAHQ)는 다국적기업이 필리핀에 설립한 
지점으로서, 본사가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형태 입니다. 지역 내 자회사, 
계열회사, 지점 등에 관리, 연락, 조정의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지역창고(RW)는 부품, 부속품, 가공품, 원자재 등에 
대한 저장, 예치,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위 
사무소 또는 모회사의 사업활동을 보조하며 수출을 
위해 현지에서 구매한 상품을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非은행 및 非금융 기관의 지역본부(RHQ) 라이선스 
및 지역운영본부(ROHQ) 라이선스는, 투자청(BOI)
의 추천에 따라 증권거래소(SEC)가 부여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BOI의 추천에 따라, SEC 및 
필리핀중앙은행(BSP)가 지역운영본부(ROHQ)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특별경제구역 외 지역의 
지역창고(RW)에 대한 설립 및 감독의 주 집행기관은 
BOI입니다. 

RAHQ 및 ROHQ에 대한 세금혜택 및 
인센티브 

В ЗР №8756 предусмотрен целый ряд 
налоговых и RA 제8756호는 RAHQ 및 ROHQ를 
비롯하여 이들의 외국인(non-Filipino)  및 필리핀 
직원들에게 매력적인 세금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본 인센티브로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지방세 및 비용(토지개선 및 장치에 대한 
부동산세, RHQ/ROHQ 사용을 위한 교육/회의용 
기기 및 자재에 대한 수입면세(BOI 사전 승인 
사항으로 현지 조달 불가 항목에 국한) 등이 
포함됩니다. RHQ 및 ROHQ의 외국인 직원들은 
다중입국비자, 개인 및 가계 목적의 수입면세, 여행 
관련 세금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투자자 임대법(RA 제 7652호) 

RA 제7652호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최대 75
년까지 필리핀의 상업용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기존은 최대 50년) 

본 법안에 따라, 필리핀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과 다음사항에 따라 민간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5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5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대부지는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임대계약은 종합농업개혁법안 (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Law) 및 지방정부규칙(Local 
Government Code)에 준한다. 

1994년 수출개발법(Export Development 
Act) (RA 제7844호) 

본 법률은 수출부분의 투자 장려를 위해 수출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자는 
경상적인 사업 매출액의 50% 이상을 재화 또는 
서비스의 해외 판매를 통해 창출하는 자로 정의 
됩니다. 

수출개발법(Export Development Act; 
EDA)의 기능

EDA의 주요 기능: 

• 

•
  

• 
•

EDA 등록 수출업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BOI, PEZA 등과 같은 기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기존의 인센티브에 더하여, EDA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법안 
개정안 (RA 제7718호)

BOT법안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책 및 규제 
체계를 설명합니다. 

수출개발위원회(Export Development  Council; EDC)의 

제도화를 통한 수출 관리

세계 최소 수준의 필리핀무역센터(Philippine Trade Centers 

) 건립 등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이 수행가능한 수출진흥 

기능의 민영화

수출부문의 금융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수출금융기관의 설립

수출업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신흥 

공업국가와 유사하나 포괄적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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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필리핀 헌법은 조세법률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회로 하여금 진보적인 조세체계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RA 제8424호)이 통과되어, 
조세행정을 포함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의 소득 및 부동산 관련 
세금과 기부자의 세금을 낮추고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법 개정안(RA 제10963호; 통합적 성장가속을 
위한 조세개혁(일명 “TRAIN”))이 통과되었습니다.

종합조세개혁안

현 정부는 종합조세개혁계획안을 제안 중에 있으며, 세제체계 효율성 개선 및 대대적인 투자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21년까지 4~5개년 이내에 법제화(2017년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개혁안은 법인세 감면, 세금감면 사항과 인센티브 간의 조정 등을 포함한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사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개인 소득세 부분은 RA 제10963호 참조) 

소득세 

기업

분류

필리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필리핀 국내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창출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거주(resident) 외국기업들은 
필리핀에서 창출한 순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non-resident) 
외국기업들은 필리핀에서 창출한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거주 외국기업들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기타 외국기업들은 비거주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필리핀 국내기업 및 거주(resident)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순 과세소득의 30%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25%
로 인하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기업 및 거주 외국기업들의 로열티, 이자, 
배당, 기타 불로소득(passive income) 소득은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 필리핀 국내기업 및 거주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세율

사립(Proprietary) 교육기관 및 비영리 병원은 
순 과세소득의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 
예치기관(FCDU) 및 요프쇼어 금융기관(OBU)
는 비거주자, 타 FCDU 및 OBU, 로컬 상업은행, 
필리핀중앙은행(BSP)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 
지점과의 외환거래에서 창출되는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거주자(FCDU 및 OBU 
제외)에 제공한 외환대출에 따른 FCDU 및 OBU의 
이자소득은 10%의 최종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제 
항공사는 2.5%의 총필리핀청구세(Gross Philippine 
Billings tax)가 적용되나, 본사국이 필리핀 
항공사에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해당 지역운영본부(ROHQ)는 
순 과세소득의 10%가 과세됩니다. 

특별경제구역, 수빅특별경제자유무역구역
(Subic Special Economic and Freeport Zone; 
SSEFZ), 클락특별경제자유무역구역(Clark 
Special Economic and Freeport Zone; CSEFZ)
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면제(tax 
holiday), 차등과세(총 소득의 5%) 등과 같은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지점수익해외송금세(BPRT) 

필리핀의 외국기업 지점의 해외본사로의 송금은 
15% BPRT가 과세됩니다.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
(PEZA) 등록 활동 및 수빅만메트로폴리탄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클락개발청
(Clark Development Authority) 등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제외) 

기타 법인세 

기업들은 또한 최소 법인세, 부가혜택세
(fringe benefits tax), 부적격이익잉여금세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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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법인세(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과세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 또는 일반법인세
(regular corporate income tax; RCIT) 부채가 
사업이 시작된 연도로부터 4번째 과세연도 초 기준 
MCIT 보다 작은 경우, 연간 총소득(gross income)
에 2% MCIT가 적용됩니다. RCIT에 대한 MCIT 
초과분은 이월되어 직후 3개 과세연도 동안 RCIT에 
음의계정으로 계상(credited against RCIT)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의 공식대리인이 해당 법인이 장기 
노동쟁의, 불가항력 또는 적법한 사업손실에 의해 
상당한 손실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한 증빙자료를 
신청법인이 제출 시  재정부장관(Secretary of 
Finance)은 MCIT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부가혜택세 

감독직 및 관리직 직원에게 제공된 부가혜택에 
대해서는 총가치(grossed up-value) 기준금액에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적격이익잉여금세 

상장기업,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사를 제외한, 
국내기업의 부적격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1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익잉여금이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축적되는 경우, 적합한 증빙이 없는 
한, 주주 과세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기업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비거주 기업은 배당, 임대료, 로열티, 
보수 등 필리핀에서 창출된 총수익의 30%가 
과세됩니다. 본 세금은 원천징수 됩니다. 필리핀과 
별도의 과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들을 포함하여 
일부 종류의 비거주 기업은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대인소득세(RA 제10963호)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비거주 내국인,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은 25만 페소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20~3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OBU, 지역 본사, 다국적기업의 ROHQ, 
석유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가 적격 외국인 직원
(일부의 경우 필리핀 직원도 포함)에게 지급한 
임금도 이제는 동일한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대하여 25%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사업 또는 
전문직)의 2가지 범주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로열티, 이자, 배당, 기타 불로소득(passive income)
은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과세면제

내국인 및 거주 외국인은 13번째 월급여 및 
기타 수익에 대하여 최대 90,000페소까지 추가 
과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조세 협약

필리핀 정부와 체결한 조세 협약에 따라,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에 사전 
서류제출에 따라 특정 종류의 수익은 소득세 
면제대상이거나 차등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필리핀은 아래의 국가들에 대하여 조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천징수체계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카타르
로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베트남

 

 

소득과세의 목적에 따라, 

개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거주 내국인 
거주내국인은 필리핀 

국내외에서 창출된 임금,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비거주 내국인 
해외계약직노동자, 

해외 거래를 위한 

선박의 승조원 등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 내국인의 경우, 

필리핀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거주 외국인 

거주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창출된 소득에 

한하여 내국인 및 거주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세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창출된 총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1997년 조세개혁법 

(Tax Reform Act)  

(RA 제8424호)이 통과되어, 

조세행정을 포함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계가능한 원천징수세 
(Creditable withholding tax; CWT)
거주인이 다른 거주인에게 지급한 일부 소득은 
특정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는 
소득수령자의 소득세부채와 상계 가능합니다.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본 세금은 개인이 받은 임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피고용인은 과세연도 말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국세청
(BIR)에 직원이 확인한 임금지급 및 원천징수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원천징수세(Final withholding tax; FWT)
최종원천징수세(FWT) 체계하에서, 원천징수기관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소득자의 명시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의 총 최종 납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인에게 지급된 배당, 이자, 또는 
로열티 금액은 FWT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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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일반적으로, 제품의 판매, 서비스의 판매, 자산의 임대, 상품의 수입은 VAT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VAT 
0%가 적용 또는 VAT가 면제되는 거래에 조세코드(Tax Code)가 제공됩니다. 

소비세(Excise tax)
소비세는 필리핀에서 판매 또는 소비 등의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특정 재화(담배, 주류, 
석유 제품, 광물 제품, 자동차 등)에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 VAT 및 관세 이외에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RA 제10963호에 따라, 담배, 주류, 석유 제품, 광물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은 인상되었습니다. 음료수
(sweetened beverages) 및 의료 목적 외(non-
essential) 미용시술 및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비례세(Percentage tax)
국내 일반 항공사(여객 수송), 국제 항공사(화물 운송,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놀이공원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을 포함하여, VAT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은, 총 수익(gross receipts 또는 gross income)에 
대한 비례세가 부과됩니다. 

주식거래세(Stock transaction tax; STT)
필리핀증권거래소(PSE) 시설을 통한 증권의 매각, 교환 
등의 처분 시 총 거래금액의 0.6%가 STT로 부과됩니다. 
(딜러를 통한 증권 매도 제외) 

상장세(IPO tax)
본 세금은 비상장기업(closely held) 주식의 IPO를 통한 
처분(매각, 교환 등) 시, 처분대상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비상장기업은 유통주식수(outstanding 
shares) 기준 50% 이상 또는 의결권 기준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20명 이하의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상장세율은 거래대상 주식의 현지 거래소 상장 이후 
기준 총 유통주식수(outstanding shares) 대비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장세는 발행회사가 신규 발행 시(primary offering)  
또는 매도인이 유통시장에서 거래 시(secondary 
offering) 납부한다. 과세기준은 거래되는 증권의 총 
거래대금입니다. 

문서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DST)
DST는 문서 및 계약(대출, 리스, 주식, 채권, 모기지, 
보험, 상속, 채무 양수도, 권리 또는 재산권 등)에 대한 
소비세 입니다. 본 세금은 해당 문서와 관련한, 작성인, 
서명인, 발행인, 수령인, 양도인 등에 부과됩니다. 

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 해운사 및 항공사, 상조보험사
(pre-need), 교육기관 등은 2010년 7월 1일부터 
웹기반의 eDST 체계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RA 제9648호에 따라, 필리핀 증권거래소(PSE)에 상장 
및 거래되고 있는 증권의 매매, 교환 등의 거래에 대해 
DST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RA 제10963호에 따라, RA 제9243호 (또는, DST 조항 
합리화 법(Act Rationalizing the Provisions of the DST)
가 열거하는 DST 면제 대상 거래에 대한 신규 DST 
세율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세
필리핀에 수입되는 재화는 일반적으로 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VAT 12% 및 일부 품목 소비세 별도). 
세관 목적에 따라, 수입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 
가치(필리핀으로 수입 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거래가격)와 특정 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적용 관세율은 최혜국(most-favored nation; MFN) 
세율로서, 필리핀관세규칙(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TCCP)의 분류 조항을 채택한 
2016년 관세합리화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CMTA) 상의 상품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30% 수준입니다. 
아세안특혜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기존 
AFTA)에 따른 특혜 세율은 일반적으로 MFN 세율보다 
낮습니다. 
조건부 무관세 및 면세 수입품, 보세창고 물품, 특별 
법률 적용대상 물품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CMTA에 따라, 수입업자 및 
브로커는 수입일자로부터 3년 간 수입 내역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세청(Bureau of Customs)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규정 점검 및 관세 및 세금 금액의 
확인을 위해 수입업자 및 브로커의 3개년 거래 기록
(book)에 대하여 통관 후 감사를 수행합니다. 

지방세
지방정부규칙에 따라 법률 상 예외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시, 도, 군과 같은 지방정부기관(LGUs)은 
관할구역 내 특정 활동에 대한 과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LGU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유지보수 
등 유형자산에 대한 연간 종가세(ad valorem tax)를 
비롯하여, 유형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GU의 과세력은 소득세, 관세, 
인지세(DST),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   4%
25%~ 33.33%  2%
33.33% ~  1%

투자 우선순위 계획
(Investments Priorities Plan; IPP)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7년 2월 28일 각서명령(Memorandum 
Order) 제12번을 통해 2017년 IPP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IPP는 발행일인 
2017년 3월 18일부터 2019년까지 시행됩니다.

투자청(BOI)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10가지 주요 사회경제 현안(zero+10-
point SocioEconomic Agenda), Ambisyon Natin 2040, 2017~2022
년 필리핀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과 연계하여, 10가지 
우선순위 사업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의 신규 IPP에는 2014년 IPP에 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중견기업(Micro-Small-Medium Enterprise; MSME) 관련한, 혁신 기반의, 
보건 및 환경 자각적 활동에 대한 중점이 강조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IPP는 Metro Manila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시장의 신규 진입을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 내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경제 성장을 장려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산업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활동 목록에서는, 특히 공업재, 농식품가공과 같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생산 
부분으로는, 농업, 수산업뿐만 아니라 임업 품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략적 서비스 부문으로는 통신업, 
최첨단 EPC(설계·구매·시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선수리 부문은 
제외 되었습니다. 건설 부문은 가격상한선이 3백만 페소에서 2백만 
페소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보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부문으로는 
마약치료센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일 및 가스 관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우선순위 인프라 부문에 추가 되었습니다.

ARMM 목록은 소비재 제조 부문을 제외했으며,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시설, 에너지 부문을 우선순위 활동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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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투자 부문 

I. 우선순위 활동

 • 공업재 제조
 • 농수산식품 가공(반제품, 중간재, 완성품)  
 (할랄 및 코오세르 포함)
 • 모듈식 건설자재 및 기계장치 제조  
 (부품 포함)

1. Metro Manila 이외 지역의 농식품 가공을 포함한 
모든 적격 제조 활동
프로젝트만 등록 가능 (현대화 프로젝트 제외)

2. 농업, 수산업, 임업
 • 농수산물 및 임산물의 상업적 생산
 • 종자 및 묘묙의 생산
 • 재배 및 부화 등을 위한 시설의 설립
 • 건조, 콜드체인 저장, 송풍냉각, 대량 
 화물 및 보관, 수확, 경작, 병충해 방제,  
 포장 시설, 거래시장, 비개발지역 내  
 얼음공장, AAA급(내수 및 글로벌 시장 등급) 
 도축시설, AAA급 광석처리공장 등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Metro Manila 이외 지역의 프로젝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현대화 프로젝트 제외)
 
3. 전략적 서비스
 • 통합 회로 설계
 • 창의 산업/지식기반 서비스
  a. 국내 시장 IT 사업 프로세스 관리   
  (i.e. 콜센터, 데이터 애널리틱스)
  b.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건강 정보 관리 체계, 공학설계
  c. 디지털 또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활동
 • 항공기 정비, 수리, 점검
 • 대체 에너지 차량 충전소 (LPG 제외)
 • 산업폐기물 처리
 • 통신 (신규 진입자만 등록 가능)
 • 공장 및 인프라에 대한 최첨단 공학, 조달,  
 건설

4. 마약치료센터를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 

5. 대규모 주택 건설 (가격상한선 200만 페소에 
기반한 대규모 주택 개발)

Metro Manila 외 지역의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만이 
등록 가능 (도심 내 저비용 임대 주택 프로젝트 
제외)

6. 지방정부 민관협력사업(LGU-PPP)을 포함한 
인프라 및 물류 
 • 공항 및 항만
 • 항공, 육상, 수상 교통
 • LNG 저장 및 재기화 시설
 • 오일 및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대규모 수처리 및 물 공급시설
 • 연수 시설
 • 테스트 연구실
 • 국내공업단지
 • PPP 프로젝트
 • 고속도로

7. 혁신 동력
 • R&D 활동
 • 우수연구센터(Centers of Excellence), 혁신  
 센터, 사업 인큐베이션 허브, 제조 연구실,   
 협업 공간 등의 설립
 •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 또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R&D에 따른, 신규 및  
 차세대 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

8. 포괄적 사업모델
가치사슬 상 일원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Es)
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및 관광업 부문 
중견기업 및 대기업(MLEs)

9. 환경 및 기후 변화 관련 프로젝트
 • 재화의 생산/조립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시설
 • 국제 기준에 기초한 그린 선박 재활용
 • 민간소유 원자재 재활용 시설의 설립

10. 에너지
 • 전통적인 연료, 폐열, 기타 폐기물 등을   
 활용한 전력 생산 프로젝트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체계 설립

II. 수출 활동

1. 수출 제품의 생산 및 제조 

2. 서비스 수출
Metro Manila에 위치할 콜센터 및 비음성 사업 가공 
활동은 2020년까지는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예정

3. 수출업 지원 활동

 
III. 특별법

1. 공업용 조림 플랜테이션(대통령령(PD) 제705호 – 
필리핀 개정 임법규칙

2. 광업(RA 제7942호 – 1995년 필리핀 광업법
(Philippine Mining Act)) – 자본설비 인센티브로 
한정

3. 서적/교과서의 발행 또는 인쇄(RA 제8047
호 – 출판업개발법(Book Publishing Industry  
Development Act))

4. 석유제품의 정제, 저장, 마케팅, 판매 (RA 제
8479호 -  1998년 석유 전방산업 규제완화법
(Downstream Oil Industry Deregulation Act))

5. 장애우를 위한 치료, 자기발전, 자기안정 (RA 제
7277호 – 장애우를 위한 보건헌장(Magna Carta))

6. 신재생에너지 (RA 제9513호 2008년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7. 관광업(RA 제9593호 –  2009년 관광법(Tourism 
Act))

IV. ARMM 목록

2017-2019 ARMM 목록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투자 부문을 포함합니다:

1. 투자 활동
 • 수출 무역업 및 서비스 수출업
 • 수출 지원 활동

2. 농업, 기업식농업, 수경재배, 수산업

3. 기초 공업

4. 인프라 및 서비스

5. 공업 서비스 시설

6. 공업단지

7. 물류

8. BIMP-EAGA(*) 무역 및 투자 기업

9. 관광업

10.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및 시설

11. 할랄 산업

12.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시설

13. 에너지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The Investments Priority Plan (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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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8월 8일 설립된 아세안은 협력, 우호, 
비간섭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구합니다:
 • 지역의 경제 성장, 사회 발전, 문화 발전의 속화
 •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
 • 공통의 이해에 대한 활발한 협력 및 상호   
 지원 도모
 • 연수 및 리서치 시설 등에 대한 상호 지원 제공
 • 농업 및 공업 활용도 증진, 무역 확대, 교통   
 및 통신 시설 개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협력
 • 동남아시아 연구 지원
 •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는 현존하는 
 국제기구들과의 면밀하고 수혜적인 협력 유지

지역의 목표 추구를 위한 아세안 경제 커뮤니티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설립으로, 
경쟁력있는 경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총 2.55
조 달러 규모의 아세안은 세계 6대, 아시아 3대 
경제권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세안의 GDP는 2016년 4.8% 성장하였으며, 총 
무역규모는 2.2조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세계 5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글로벌 점유율은 5.6% 수준입니다.

2007년 11월 아세안 사무국이 발표한 AEC 청사진
(AEC Blueprint)은 포괄적인 2015년 12월 31일 AEC
의 공식 출범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청사진
(Blueprint)은 기본적으로 4가지 가치에 근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a) 단일 시장 및 생산 기지, (b) 
경쟁력 높은 경제권역, (c) 공정한 경제발전의 지역, 
(d)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지역

첫번째 가치는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입출입을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가치는 농업 및 
금융서비스, 공정거래 정책,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의 실행을 통해, 역내 국가간 공통된 체계, 기준, 
상호협력을 통해, 친기업 혁진지원의 지역 환경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상된 교통 커넥티비티 
및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가치는 회원국 간 장벽을 줄임으로써 공정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중소기업의 역내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장려하는 창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적 활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가치는 외부 경제관계에 대한 일관적인 접근 및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에 활발한 참여를 통해 글로벌 
주류 경제와의 온전한 통합이라는 AEC의 시각을 
포함합니다. 

아세안 경제 커뮤니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5대 
아세안 창립회원국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50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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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년 간, 아세안은, 포스트2015 아젠다에 힘입어, 
AEC 2015가 시작한 것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도, 
아세안은 효율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 충분한 자원, 
효과적인 기획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커뮤니티 구축 
프로세스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아세안 경제커뮤니티
(AEC) 청사진(Blueprint)

은 기본적으로 4가지 가치에 
근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a) 단일 시장 및 생산 기지, 

(b) 경쟁력 높은 경제권역, (c) 
공정한 경제발전의 지역, (d)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지역

AEC 2015: 이정표  

다음은 아세안 사무국이 보고한 AEC 2015의 주요 
결과 입니다:

1. 시장 자유화 강화: 아세안 내 수입 관세는 사실상 
철폐되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형식적인 제약도 
점진적으로 제거되면서, 보다 많은 무역 및 사업 
기회가 제공 되었습니다.

2. 거래비용 감소: 세관 절차 및 원산지 결정기준, 
기술 규제의 연계, 상호인정협정을 포함하여 
크로스보더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3. 투자 체제 향상: 아세안은 국제 및 국내 투자자 
모두의 관점에서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4. 숙련노동자의 향상된 이동성: 숙련노동자 및 
전문직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5 자유무역협적 및 포괄적경제파트너십협약: 아세안 
지역 내 기업들은 역외 시장으로 확장하고 역내 및 
글로벌 가치사슬 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6. 친기업 혁신지원 환경: 농업, 금융 서비스, 
공정거래 정책,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진흥 등의 분야에서, 공통된 체계, 기준, 상호협력을 
채택하여 친기업 혁신지원 환경이 확보되었습니다. 

7. 교통 및 기타 인프라 네트워크의 물리적 개선: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경 간 교통이 가능해졌으며, 
전반적인 사업비용을 낮추어 아세안의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보다 생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 개발 간극 줄이기: 역내 통합 과정과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었습니다.

AEC 2016-2025: 전망 

오늘날 진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2015년 AEC가 설립되었습니다. AEC 2015 
역동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해, 2016~2025년 
아세안 경제 통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AEC 청사진
(Blueprint) 2025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아세안 
2025: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의 일환입니다.

본 청사진(Blueprint)은,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지표에 따라, 2025년까지 AEC를 강화하도록 
구상되었습니다:

1. 고도로 통합된 결합된 경제 –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환경, 금융 통합, 수용 및 보안, 숙련노동자 
및 사업 방문객의 원활한 이동, 향상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2. 경쟁력 있는 혁신 및 다이나믹 아세안 – 효과적인 
경쟁 정책,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협력 강화, 
생산성이 견인하는 성장, 혁신, R&D, 기술 상용화, 
조세 협력, 좋은 지배구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관된 반응적인 규제 및 규제의 실행,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글로벌 메가트렌드, 부상하는 무역관련 
이슈

3. 향상된 커넥티비티 및 산업협력 – 교통, ICT, 
전자상거래, 에너지, 식품, 농업 및 임업, 관광업, 
헬스케어, 광물, 과학기술

4. 회복력있는 포괄적인 사람지향의 사람중심의 
아세안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민간 부분, PPP 등의 
역할 강화, 개발 격차 줄이기, 역내 통합 노력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헌

5. 글로벌 아세안 – 외부 경제 관계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적인 접근법, 현존하는 FTA 검토, 
경제 파트너십 개선,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다자간 무역시스템 지속, 글로벌 및 역내 기관 참여, 
활발한 역내 포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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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 
설립하기

신 행정부는 관료주의 및 절차를 줄여 필리핀에 사업을 설립하는 
과정을 빠르고 쉽게 만드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및 설립장소에 따라 설립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소(SEC), 무역산업부(DTI), 국세청(BIR), 지방정부기관 등 
해당 법인설립과 관련한 복수의 정부기관과의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인센티브 적용 대상인 경우, 12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EZA), 투자청(BOI)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기관과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EY 아세안 지역 담당 리더

아세안 지역 자문 부문 리더
Chow Sang Hoe
Email: sang-hoe.chow@my.ey.com 
Tel: +6 012 388 7016 (Malaysia)

아세안 지역 감사 부문 리더
Rauf Rashid
Email: abdul-rauf.rashid@my.ey.com
Tel: +6 037 495 8728 (Malaysia)

아세안 지역 거래 부문 리더
Vikram Chakravarty
Email: vikram.chakravarty@sg.ey.com
Tel: +65 6309 8809 (Singapore)

아세안 지역 세무 부문 리더
Amarjeet Singh
Email: amarjeet.singh@my.ey.com 
Tel: +6 037 495 8383 (Malaysia)

아세안 지역 금융서비스기관  
부문 리더
Nam Soon Liew
Email: nam-soon.liew@sg.ey.com
Tel: +65 6309 8092 (Singapore)

아세안 한국부 리더
Hoonseok Chung
Email: hoonseok.chung@sg.ey.com
Tel: +65 6718 1072 (Singapore)

출처: 아세안 경제 커뮤니티 차터북(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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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SEC) 

SEC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필리핀에서 조직된 모든 기업 및 파트너십에 대한 
등록, 라이선스, 규제, 감독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정부기관 입니다. 

SEC는 다음의 필리핀 법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등기 

SEC는 신규 기업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의 
종류별로 구분되는 지원양식에 따른 “신속처리
(express lan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타기관으로부터 모든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사항이 아침에 제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
일이 소요됩니다. 
 
 
무역산업부(DTI) 

SEC에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법(Corporation Code)
에 따라 설립된 모든 기업들은 DTI에 사업자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역산업부-수도권(DTI-National Capital Region; 
DTI- NCR)은 기초 정부기관으로서 Metro Manila 
지역의 무역 및 산업 부문의 산업 진흥 및 기업 
설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D 제 902-A호 및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SRC)
PD 제902-A호에 따라 SEC가 재편되었으며, SEC는 
기업 부정, 사내 분쟁, 임원 및 이사 선임을 위한 투표, 
임금체불 소송, 기업회생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정심의 
및 판결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시행으로, 본 법률 Title II의 Rule 5.2에 따라 모든 
위에 열거된 모든 사례에 대한 SEC의 사법권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해당 사법권은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재정립으로 인해, SEC
는 자본규제법에 준하여 자본시장 개발 장려하는 
역할로 변모하였습니다. 

필리핀 회사법(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Batas Pambansa Blg. 68)
회사법(Corporation Code)은, 기업의 설립과 해산까지,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관장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본 법률은 투자기구로서의 민간기업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DTI-NCR의 주요 업무로는 RA 제3883호에 따른 
사업자이름 등기 입니다. 사업자이름을 등기할 
경우, 기업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및 
부속정관(bylaws), DTI 등기에 대한 SEC 인증서, 
등기비용납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이름 등기는 5년 간 유효합니다.

국세청(BIR) 

BIR은 세법(Tax Code)에 따라 조세 징수를 
관장합니다.

모든 납세자는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BIR에 제출되는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또한 납세자들은,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권을 가진 BIR 지역사무소(Revenue District 
Office; RDO)에 등록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RDO
에 회계장부,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사용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

필리핀은 도(provinces),  군(municipalities), 시
(chartered cities)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방자치권이 
있습니다. 바랑게이(barangay) 가 기초적인 
정치단위입니다.

공공법(Republic Act; RA) 제7610호(또는 1991
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에 
따라, 보다 반응적이고 투명한 지방정부 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분권화 체계를 통해 
기존 보다 강한 권한, 책임,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정부단체는, 본 법률에 따른 
대리권 행사로, 자체적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설립을 위해 바랑게이나 
시도군 등 소속 지방정부조직으로부터 라이선스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정부조직은 세금, 
공과금 등을 적합한 조례에 입각하여 징수합니다. 
각각의 군(municipality) 또는 시(city)는 자체적인 
조세코드를 보유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기업의 등록 
및 조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조직은 부동산 소유주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동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필리핀은 고학력 노동력이 풍부하며, 대부분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납니다. 유네스코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에 따르면, 
필리핀 15세 이상 인구의 성인 식자율이 96.62%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유엔인구부(UN Population 
Division)에 따르면, 필리핀의 중위연령은 24.2세 
입니다. 필리핀의 노동시장은 2017년 국제경영개발원
(IMD)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조사대상 61개국 중 4위에 오르는 등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곳 중 하나 입니다. 또한, 
IMD가 최근에 발표한 또다른 보고서, 세계인재보고서
(World Talent Report)에 따르면, 3가지 요소를 통해 
국가의 인재 육성, 유치, 유지 역량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은 준비상태(readiness) 부문에서 1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필리핀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숙련인력의 가용도(4위), 유능한 
선임 관리직 인력의 가용도(17위), 언어능력(13위), 
선임 관리직의 국제경험(2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도제 기회의 충분함(29위), 사내 
직원 교육에 대한 중요도(34위) 등의 매력도(appeal) 
항목에서 상위 50%에 포함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조사대상 138
개국 중, 필리핀은, 직원교육(38위), MBA 평가(38
위), 교육시스템 수준(46위), 국내 특수훈련서비스 
가용도(43위) 등 고등교육 및 연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고등교육자, 
직업훈련학교(TVET) 졸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의 지식 및 기술 향상과 관련한, 
필리핀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목표 
달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가, 2020년까지 주요 산업의 미래 고용 요건과 
연계하여, 275개 유망 업종과 102개 초 유망 업종을 
발표한 가운데,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는, 2018년까지 
국가개발계획 및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강좌 및 학위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농업, 공학, 과학 및 수학, 정보통신, 교원 교육, 
보건과학, 인문, 사회행동과학, 경영, 해양 산업 및 
통신 등이 포함됩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기술교육기능개발청 (Technical 
Education Skill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기관, 기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2014-2016년 기간 
동안 총 6,066,673명의 직업훈련학교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해당 졸업생들은 필리핀 및 해외 
근무 역량에 대한 고급적격인증을 부여받았습니다.

 
출처: 유엔 인구부(UN Population Division),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29



필리핀 이민 개요

필리핀으로 입국하기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관광객 신부으로 
30일 간 체류가 허용됩니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만기가 
유효한 비자, 귀국 또는 제3의 도착지로 향하는 
출국을 위한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입국시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하기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소득행위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특별취업허가(Special Work Permit; 
SWP) 또는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BI)
이 발급하는 취업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개월 이내인 경우 SWP 발급을, 6개월 이상인 경우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고용허가(Alien Employment Permit; AEP) 
발급이 필요합니다. AEP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필리핀 내국인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취업비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회사의 다수(majority) 
주주의 국적, 외국인을 고용하는 법인의 유형, 
신청회사의 소재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비자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이민 자문업체를 
통해, 적절한 취업비자 종류, 관련 제출 서류, 
비자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동반 가족 구성원은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자 본인과 필리핀의 신청기업은 
해당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한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해당 외국인에게 금전적인 페널티, 국외 추방, 구금 
및/또는 필리핀 입국 및 취업 금지(블랙리스트)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관광청( Department of Tourism)

필리핀은, 전략적 입지와 굳건한 사회경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국 중 하나 입니다. 또한 
다향한 산업에 걸쳐 풍부한 외국인 투자 기회가 존재합니다.  역내 
투자 허브로서, 17.7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민으로 유입되었으며, 
필리핀 내 강력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였습니다. 

32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at a Glance

출처: 필리핀 IR청(Investor Relations Office), 필리핀상원(Senat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데일리인콰이어러(Philippine Daily Inquirer), 광물지구과학부
(Mines and Geosciences Bureau),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 필리핀스타( Philippine Star), 필리핀중앙은행(Banko Sentral ng Pilip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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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V & Co.에 대하여
SGV는 필리핀 최대의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감사, 세무, 거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사회경제의 리더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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