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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하기



통상산업부 장관 메시지 

장기간에 걸쳐 필리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중요성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투자 트랜드와 동승
하여 필리핀 정부는 기업활동
을 좀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으
로 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조치
를 취하고 있고, 사업비용 또한 
줄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친투자자 정책을 더욱 유지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항
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손에 손을 맞잡고 안정적이고 예
측가능한 경제환경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더욱 더 건강한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고
무될것이며 추가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장기 투자기
회의 장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필리핀을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
가 노력을 배가할때, 민간부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열정의 큰 파도가 여러 분야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
다. 

우리는 무한한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해안
에 첫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최고의 잠재 투자자들
에게 ‘필리핀에서 사업하기(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책자 출간을 통한 SGV의 부단한 노력
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리핀이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어내어 정부가 경제발전을 안정
적으로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산산업부 장관
그레고리 도밍고

MALACAÑAN PALACE
MANILA

대통령 메시지

필리핀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속적인 개혁의 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많은 기회와 함
께 번영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난간에 서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활기차고 역
동적인 내수 소비시장,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와 핵심 성장산업의 
괄목할 만한 실적에 힘입어 탄력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분명한 목표는 국제사회와 더욱 강하고 
합리화된 경제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협력관계를 장려하기 위
한 계획과 일정 그리고 법률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필리핀에는 새로운 비전과 투자에 대한 잠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투명하고 협조적이며 효과적으로 일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의 도전을 자극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절차 또한 재검토 되
어 단순화될 것입니다.

SGV&Co.가 발행하는 ‘필리핀에서 사업하기(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책자의 발행은 필리핀
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중 스냅사진 한장에 불과할 것
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재주많은 우리 인적자원의 활
력, 풍부한 우리 천연자원과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의지 등, 이 모든것이 우리 국가의 진
보에 모두 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저는 국제사회를 초대하여 저와 우리 모든 필리핀 국
민과 함께 필리핀 경제부활의 길을 걷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베니그뇨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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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메시지

우리나라의 오랜 우방이며 한국전 참전국인 필리핀은 지리적으
로 아세안 회원국들중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최근 매년 백만명 
이상의 우리국민들께서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
나라와 필리핀간 교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13년 기
준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5대 교역국으로서 양국간 교역액은 약 
12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투자는 2013년 
기준 약 4.7억불로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6대 투자국으로서 필
리핀 경제발전 및 고용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며,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인력들이 풍부하고, 주변 여러 나
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안정되어 있는 등 투자 대상지로서 각광
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2012년 이후 아세안 국가들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도
약하는 호랑이(Rising Tiger)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
에 부응하여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최근 4년간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20여차례 
이상이나 상향조정하는 등 필리핀은 우리기업인들의 투자 협력 대상국으로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5년에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 작업이 마
무리될 예정으로서 ASEAN의 관문인 필리핀의 경제적 위상은 더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중 가장 처음으로 EU의 GSP(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Plus 혜택을 받게 되어 약 6,200여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
해 무관세 수출 혜택을 향유하게 됨으로써 동 품목들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들
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필리핀의 유수한 회계법인인 SGV사에서“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라는 제하의 투자 안내서를 발간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역동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동 안내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발
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 안내서는 다양한 가능성
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생생하고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우리 기업인들께서는 동 안내
서를 꼭 일독하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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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상공회의소회장메시지

필리핀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나 개인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출하여 사업
을 영위하고 있는 투자기업들과 개인 사업체들은 과
연 얼마나 각자의 사업에 연관된 필리핀의 법률과 제
도 그리고 규제사항들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이
를 잘 지키고 따르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었습니다.

한국 투자기업과 한인 교민기업들의 경제활동 이익
을 대변하기 위하여 조직된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가 그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투자기업들의 어려움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그 동안 얼마나 애써왔
는가에 대한 반성의 시간도 필요하였고, 필리핀으로 
몰려드는 수 많은 한국 기업들과 개인 교민 사업체들
은 무지한 건지 용감한 건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
로 사업을 벌리고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타협하고 무
마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면서, 필리핀에서는 그런 방
식이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정답이라고 스스로 자위
해 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필리핀에 진출한 미국, 일본 및 유럽계의 
유수 기업들과 개인 기업체들의 사정은 어떠한지도 
무척 궁금하였고, 한인상공회의소가 포함된 외국상공
회의소연합(Joint Foreign Chamber)의 일련의 활동
을 통하여 이들이 한국기업들과 크게 다른 점 한 가
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필리핀 또한 외국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나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제도나 법률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 발길을 돌리는 투자기업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 및 유럽계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나 법률의 모순을 자국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의
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서, 필리핀 정부
와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
행령을 만들도록 건의하며 심지어는 필리핀 의회에
서 법률 개정을 혹은 신규 법안을 제정하도록 설득하
면서 자기들의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확장시키
는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한국 투자기업들과 교민 기업체들은 기존
의 법률도 제대로 이해하려 들지 않고 한국식으로 사
고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버리고 자기들만의 방식
으로 상황을 수습해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이
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제는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과 한인 교민기업체들도 대한민국의 국격
에 걸맞게 상공회의소라는 이해집단을 통하여 지혜

와 힘을 모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더 많은 한
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여정에 박차를 가하는 심정으
로 금번 SGV의 투자가이드 책
을 번역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SGV &Co.는 필리핀 최대의 
회계법무 컨설팅 기업이며, 세
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펌인 
Ernst & Young의 필리핀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원본인 SGV가 발간한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는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들에
게는 필리핀의 투자환경 전반에 관하여 요점만을 간
추려 정리한 투자의 기본 안내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우수한 
노동력과 넓은 유휴지를 가진 필리핀은 한국의 자
본과 기술이 잘 조화를 이루어 낸다면 엄청난 경제
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잠재력이 아
주 큰 나라이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진출을 희망하
는 기업들 또한 이러한 잠재력이 가장 큰 매력 요인
이란 사실을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
국과 필리핀의 수교 65주년을 보내는 올 해를 시작으
로 한-필 경제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국
의 신 아세안 구상에 필리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
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에서 2010
년에 이어 재발간하는 본 책자가 필리핀에 이미 진출
한 한국 투자기업들과 교민 기업체 그리고 필리핀으
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필리
핀의 사업환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업 안내자가 되
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모든 한국 투자기업과 한인 교민
기업들이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의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성
공시키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큰 출발점이 되기
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장  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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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리핀에 투자해야 하는가
태평양 한가운데 산호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두말 할 나위 없는 천연 명관이다. 

필리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이로운 경관으로 인해 필리핀 그 어느 곳을 가던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
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필리핀의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리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필리핀 사람들이다. 

필리핀인들은 역경 속에서도패기만만하고 낙천적이며, 예의와 친근함으로 정평이 나있다. 필리핀 노동자
들은 아주 유능하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헌신적이고 근면함을 
무기로 그 어떤 능력도 배가할 자질이 있다. 

필리핀은 진정 양질의 교육을 받고 두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숙련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복받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2013년판 세계경쟁력연례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사대상 총 
60개국 중 38위를 기록하였다. 

필리핀이 내세울만한 최고의 강점으로는 노동시장(1위), 재정정책(9위), 전망과 가치(9위) 등이 꼽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필리핀이 저비용과 건강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 국제적인 환경을 갖추
었음을 의미한다. 

숙련된 기술 인력이 풍부하며, 필리핀 노동자들은 외국문화와 외국인들과의 교감에 개방적이고 새로운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다.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이해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리핀 정부
는 필리핀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성장잠재지역간의 동반성
장 네트워크와 지역간의 다양한 연결을 위
해 11개의 성장잠재지역으로 구분해놓고, 
그중 아래 4개 지역을 투자촉진지역으로 설
정하였다.

▷  북부지역(North Quad) – 해안지역인 일
로꼬스 북부와 남부 그리고 라 유니온과 
방가시난 지역과 도서지역인 아브라와 
서북부 루손의 끝인 벵겟 남부를 한데로 
묶는 통합작업 추진.

▷  남부루손 깔라바르존지역(Calabarzon) 
– 메트로마닐라에 인접한 지역으로 거대
한 스케일의 복합산업 대단지로 개발되
고 있는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리잘, 
그리고 퀘손주 지역으로서 오로라주까
지도 이 범주에 포함.

▷  까가얀데오로와 일리간 지역(Cagayan 
de Oro – Iligan Corridor) – 농업관련 
비즈니스메카인 미사미스 오리엔탈주의 
까가얀데오로시와 산업시설 허브로 성
장을 추구하는 라나오 북부주의 일리간
시를 하나로 묶는 작업 추진.

▷  남부민다나오지역 (SOCCSKSARGEN) 
– 민다나오의 남부 코따바또, 술탄 꾸다
랏 그리고 제너럴산토스 지역을 말함.

3

General Sa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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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요

필리핀은 2013년에 중국에 이어 7.2%라는 기록적인 경
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일반투자와 제조업의 확
장 뿐만 아니라 왕성한 소비와 서비스산업에 기인한 것
으로서 이러한 성장은 연중내내 발생한 자연재해들의 
피해를 상쇄시키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 가운데에서 세계 여러 경제기구들
은 필리핀을 아시아의 차기 대표 경제신흥국으로서 꼽
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2013년 3월 27일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필리핀을 최초
로 투자적격 등급인 BBB- 라는 신용등급으로 상향 조
정하였으며, 두달 후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푸어스와 일본 신용평가기관인 Japan Credit Agency
도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같은 해 10
월에는 무디스 또한 필리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함으로써 필리핀의 대외신용도를 밝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치사는 필리핀의 지속적인 개혁을 주목
하면서 2014년 5월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BBB로 한단
계 더 상향 조정하였다. 

소비지출, 해외근로자 송금 그리고 해외지원부문(Off-
shoring)과 아웃소싱분야가 지속적으로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이 성장을 주도적으
로 가속화하면서 일반소비를 보완해왔다. 공공부문 투
자가 다시 회복되어 자본시장 형성의 부활을 이끌었다.  

운송, 무역, 금융업과 같은 다른 서비스 영역도 BPO 산
업 성장과 함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결국, 전자제품 
및 반도체 이외의 일반 상품 수출도 눈에 띄게 향상 되
었다. 

메트로마닐라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지역(NCR)이 인구
나 주택사업 및 상업시설 프로젝트 등에서도 여전히 성
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비사야 지역의 세부 또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의 성장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증가 측
면에서는 비사야 지역의 옥시덴탈 네그로스와 루손지역
의 카비테와 불라칸을 포함하여 마닐라와 함께 필리핀
의 인구증가 최고 5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마닐라와 세부를 비롯하여 루손 지역의 카비테, 
라구나 그리고 리잘 지역이 주거지역 개발 프로젝트 상
위 5개 지역으로 지목된 반면, 상업시설 개발 프로젝트

에서는 마닐라 및 세부와 더불어 비사야 지역의 아클란, 
루손의 팜팡가 그리고 민다나오의 남부 다바오가 상위 
5개 개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필리핀산 제품의 수출이 2013년
에는 539억 8천만불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대전환은 필
리핀의 높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필리핀과의 
상위 5개 대외무역 교역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폴 
그리고 한국이다.

노동력

필리핀은 2013년까지 4천30만명에 이르는 풍부한 노
동력을 가지고 있고 전년과 같이 63.9%라는 꾸준한 노
동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경제성장속에서 실업률
은 2013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약 0.3% 하락한 
6.5%를 기록하였다. 

최근 필리핀의 고등교육위원회 홈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회계 및 경영관련업종, 교육, 엔지니어링과 의료 및 의
료관련 코스를 공부한 졸업생들이 꾸준히 가장 많이 배
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전문인력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더
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지원 및 아웃소싱

필리핀은 사업비용이 낮고, 영어가 가능하며 업무적응
력이 유연한 대졸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아웃소싱사업지 대상 국가 중 하나이다. 

해외지원 및 아웃소싱 영역은 2013년에만 17%의 성장
을 이루며 약 90만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155억불
의 매출을 일궈낼만큼 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분야의 산업은 북미, 아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의 포천
지 선정 다양한 업종의 유망 1,000대 기업에 해당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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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무성 아웃 소싱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글로벌 리더 위치를 지키고 있고, 무성 아웃 소싱 서비
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정보기술, 재무와 회계, 인력
개발과 창작분야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두 
번째로 높은 사업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13년에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Tholons사가 발표
한 “Top 10 글로벌 아웃소싱 사업지”에 마닐라와 세부
가 3위와 5위에 각각 랭크되었으며, 다바오, 산타로사, 
일로일로, 바콜로드와 바기오가 모두 세계 100위 안에 
포함되었다.  

2016년에는 이 분야에서 최소 250억불의 매출과 1백3
십만명의 직접고용 인력과 3백2십만명에 이르는 간접
고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가 필리핀 전체 국내 총
생산의 약 8%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계 정
보기술 및 정보기술 관련 비즈니스 아웃소싱 분야 전체
시장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업

관광업은 경제에 있어 또 다른 밝은 전망을 가진 영역
이다. 필리핀 관광부는 2013년에는 관광객이 약 9.56% 
증가함으로써 전체 외국인 방문객수가 거의 4백7십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필리핀에는 마닐라, 세부, 다바오, 클락, 팜판가 및 라왁 
등의 주요 공항과 함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대
대적으로 개보수 중인 공항을 포함하여 현재 10개의 국
제 공항이 있다.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이 필리핀 최대 의 메인 공항이
며, 약 30개 이상의 외국 항공사가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2개
의 국내선 공항이 있어 필리핀 주요 도시를 매일 연결
한다. 

필리핀은 미국 연방항공운항국에 의해 항공안전 1등급
(카테고리 1)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필리핀 국적 항공사
의 미국 내 여러 도시로 취항 영역을 넓힐수 있게 되었
다. 

유럽연합 또한 필리핀이 국제항공안전규정을 온전히 준
수하고 안전규정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
속하에 필리핀 항공과 세부퍼시픽 항공사의 유럽으로의 
취항 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세부(Cebu)의 막탄 국제공항(Mactan International 
Airport)에는 한국의 인천과 부산, 카타르 도하(Doha),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정기선이 운행
되고 있다. 

다바오 국제공항(Davao International Airport)에는 인
도네시아, 싱가포르로의 정기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마카오(Macau) 행 임시 노선도 운영된다. 

팜팡가(Pampanga)의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국제공항
(Diosdado Macapagal International Airport)에는 홍
콩, 도하, 두바이,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의 정기노선이 운행된다. 

잠발레스주에 위치한 수빅 국제공항은 한국과 마카오에
서 정기노선이, 일로코스노르테(Ilocos Norte)의 라왁 
국제공항(Laoag International Airport)에는 마카오로
의 정기노선이 운항되고 있다.

보라카이로 가기 위한 아클란주에 위치한 깔리보 국제
공항은 중국, 한국 그리고 대만으로 정기 노선이 운항되
고 있다.

필리핀내의 기타 다른 국제공항으로는 팔라완섬의 프에
르토 프린세사 국제공항과 민다나오섬에 위치한 다바오 
국제공항과 제너럴산토스 국제공항이 있다.

해상교통으로는, 주요 크루즈선 및 국제 화물선 등이 마
닐라항에 기항하고, 또한 마닐라 및 기타 주요 도시들 
사이를 운행하는 도서간 선박들이 운행되고 있다. 

제조업

필리핀 국립통계청(NSCB)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는 
2012년 5.4% 성장에서 2013년에는 10.5% 라는 눈부
신 성장을 이루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다른 아세안 경쟁국가보다는 
좀 뒤쳐져 있지만 2013년 한 해에만 20% 성장을 일궈
냄으로써 필리핀 발전에 최고의 기록을 이루어냈다. 

필리핀이 투자적격으로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면서 외
국인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 인프라 통합 프로그램 
(Comprehensive Integrated Infrastructure Program)
을 통해 더욱 고무된 건설업 분야는 2조 페소(490억 달
러) 규모의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가 공적 개발원조 
(ODA) 또는 민간부문에 의해 지원되고 있고, 국립통계
청(NSCB)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만 약 11.1%의 성
장을 이룬 건설업 분야가 필리핀 경제에 최고의 경제성
장을 이끈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분야는 이제 제조업 분야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필리핀 전체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Colliers Int’l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150만 평
방미터 규모의 신규 오피스개발과 함께 필리핀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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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구에만 약 2만5천세대의 새로운 주거용 콘도미니
엄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발은 비즈니스
아웃소싱(BPO)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산업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에 따르면 필리핀은 약 145
억톤의 금속 광물자원과 약 677억톤에 달하는 비금속 
광물자원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광물자원을 보존하고 있
는 국가이며, 주요 광물로는 전세계에서 금은 세번째, 
구리는 4번째 그리고 니켈은 5번째 많은 보유량을 가지
고 있다. 

2013년 한해 총 생산량만 41개 금속류 광산
과 채석장에서 745억페소(약17.8억달러)
의 매출을 올렸으며, 여기에만 약 25
만명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신규 광
산개발 허가가 환경자원부 명
령2011-01으로 2013년에 재
개되었다. 이 덕분으로 신규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가 재개
되면서 2014년에는 광산업 
분야에만 약 9억불에 달하는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재생 에너지

필리핀 정부가 준비한 2012-
2030 필리핀 에너지 계획을 보면 저
탄소배출을 기본으로 필리핀 전체 전
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
율을 매년 3.2%씩 증가함으로써 37.1%의 목표
를 이룰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열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
랑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추가 이용량은 2,600 메가와
트로 추산된다. 

또한 풍력에너지의 잠재 가용량은 76,600 MW, 수력전
기는 13,097 M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연료 분야에서도 필리핀은 바이오연료의 주연료
인 코코넛과 사탕수수의 대량 생산국가로서 바이오디젤 
수출분야에서도 고수익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2014년 1월자로 필리핀은 약 7천만톤의 바이오디젤 생
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석유화학제품 중에서 앞선 바이
오디젤 혼합시설을 주도하고 있다.  

필리핀 농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까지 단수수시럽 
처리과정을 통하여 15% 바이오에탄올-가솔린 혼합기
술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

필리핀의 총 농지규모는 약 1천만 헥타르에 달하며, 주
요 수출품으로는 바나나, 코코넛, 파인애플, 수산물 제
품 등이 있다. 

사탕수수와 코코넛은 바이오-에탄올 및 코코-디젤과 
같은 신재생 바이오연료의 주요 원료이다. 농업분야는 
2013년 내내 가축, 가금류 그리고 수산업의 생산 증가
로 1.15%의 성장을 이루면서 4분기에 태풍 하이얀으로 
받은 피해를 상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보통신기술

필리핀 정보통신기술국에 따르면 필리핀 정보통신분야
는 2016년까지 필리핀  전체 경제에 매년 약 500억불
의 연간 매출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통신(IT) 분야의 현재 전체 매출 규모 중 약 70%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경제특구청(PEZA)의 인센티브를 받
을 수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 이용 서비스 분

야로 BPO, 콜센터, 정보입력, 전산기록
(Transcribing) 및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과 멀티미디어나 인터
넷 목적의 콘텐츠 개발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에 
따르면 2014년 2월 17일 기
준으로 현재 운영중인 정보통
신센타가 197개에 달하며 69
개의 IT PARK를 더 개발중
에 있다고 한다. 

이 센터들은 정보통신기술 분
야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게 정보통신기술분야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닐라(Manila), 바기오(Baguio), 세부
(Cebu), 다바오(Davao)는 필리핀의 정보통신

기술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메트로마닐라(Metro 
Manila) 이외의 지역 중에는, 바콜로드(Bacolod), 보
홀(Bohol), 카가얀 데 오로(Cagayan de Oro), 클락
(Clark), 두마게테(Dumaguete), 일로일로(Iloilo), 레가
스피(Legaspi), 리파(Lipa), 나가(Naga), 리잘(Rizal)과 
같은 지역이 역내에서 정보통신기술 중심지로 급부상하
고 있다.

조 세

필리핀 헌법은 조세 규칙을 통일되고 공정해야 하며 의
회는 혁신적인 조세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다.  

1997년에는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장려하
기 위하여 조세행정을 포함한 필리핀 세제시스템을 합
리화하는 조세개혁법 (공화국법 제8424호)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97년판 조세개혁법에 대한 개정판이 만들어졌고, 가
장 최근의 의미있는 조세 법안은 공화국법 10378호로, 
필리핀에 취항하는 국제여객 항공사에게 지금까지 부과
되던 2.5%의 GPB(Gross Philippine Billings) TAX를 
면제해주게 되었고, 해당 국가로부터도 필리핀 국제여
객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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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Income Taxation)

기업 (Corporation)

►분류

소득세 부과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은 기업 소재지에 따
라서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은 필리핀 법에 준하여 설립되고, 필리핀을 포
함한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외국기업은 외국 국가의 법에 준하여 설립된 회사를 지
칭하며, 거주기업(resident)과 비거주기업(non-resi-
dent)으로 나뉜다. 

필리핀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에서 
무역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외국기업은 거주기
업으로 분류된다. 

거주 외국기업(a resident foreign firm)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순이익(net Philippine-source income)을 바탕
으로, 비거주 외국기업(a non-resident foreign firm)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이익(gross Philippine-source 
income)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국내(필리핀)기업 및 거주 외국기업에게 적용되는 소
득세율 

필리핀 기업 법인세율은 순과세대상 수익(순과세소득)
의 30%이다. 

국내기업 및 거주 외국기업의 로열티, 이자, 배당 등 영
업 외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국내(필리핀) 기업 및 거주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특별 소득세율

사립 교육기관 및 비영리 병원은 과세대상인 순이익에 
10%의 특별 세율이 적용된다. 

필리핀 자국외통화거래계정(Foreign Currency De-
posit Units; FCDUs)과 역외금융기관(Offshore Bank-
ing Units; OBU)에서 필리핀 비거주자들(non-resi-
dents)과의 외환 거래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국외통화거래계정(FCDUs)들과 역외금융
기관(OBUs)을 제외하고, 자국외통화거래계정(FC-
DUs) 및 역외금융기관(OBUs), 필리핀 시중은행(Local 
Commercial Banks)과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의해
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외국계 은행의 필리핀내 지점들
이 필리핀 거주자들에게 외환 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수
익에 대해서는 최종 세율 10%가 적용된다.

국제 여객항공사들은 필리핀에서 올린 총소득의 2.5%
인 GPB(Gross Philippine Billings) 라는 세금이 부과
된다. 

단, 외국항공사가 자국에서 필리핀 국적 항공사에 대해
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
당 GPB는 면제된다. 

또한, 필리핀에 비영업 지역본부(RHQ)를 두고 있는 다
국적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다국적기업의 지역운
영영업본부(ROHQ)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순과
세소득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에코존(Ecozones), 수빅경제특구청(SBMA) 및 
특별경제구역,  클락개발공사(CDC) 등에 등록하여 경
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 
(Income Tax Holiday)및 특혜세율(총소득의 5%)과 같
은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사 이익 송금세(Branch Profit Remittance Tax)

외국기업의 필리핀 내 설치된 지사(필리핀경제지구청
(PEZA), 수빅경제특구청(SBMA), 클락개발공사(CDC)
에 등록된 기업활동은 제외)에서 본사로 보내는 송금액
에 15%의 BPRT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에 부과되는 기타 세금

또한 기업들은 최소한의 기업 법인세(Minimum Cor-
porate Income Tax),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
(Fringe Benefit Tax) 그리고 기업들의 부당한 이익보
유금에 대해서 정해진 세금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 Tax)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소법인세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과세대상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인 기업, 또는 일반법
인세(RCIT: Regular Corporate Income Tax)가 최소
법인세(MCIT)보다 작은 기업에게는 사업 개시 연도로
부터 4년째 되는 해부터 연간 총소득의 2%에 해당하는 
최소법인세(MCIT)가 적용된다. 최소법인세(MCIT) 중
에서 일반법인세(RCIT)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되어, 
그 다음해부터 연속 3년 동안 일반법인세(RCIT) 납부시 
이에 대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재무부(DOF)장관은 국세청장(BIR Commis-
sioner)이 별도로 위임하여 해당 기업이 지속적인 노사
분규, 불가항력, 또는 납득할 만한 사업손실로 인해 회
사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증된 증명서를 해당 기업이 제출할 경우 최소법인세
(MCIT)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후생복지비에 대한 과세 (Fringe Benefits Tax)

관리 감독직 직원에게 주어진 후생복지비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비 지원금액 전체에 대해 32%의 세금이 부과
된다. 

► 부당한 이익보유금에 대한 과세 (Improperly  Accu-
mulated  Earnings  Tax)

공기업, 은행,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을 제
외한 내수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쌓아놓은 이익보유금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필요 이상의 수익을 비정상적으로 축적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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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회사가 이를 역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이는 해당 주
식 소유자들의 세금을 탈세할 의도가 있다고 간주한다.

► 비거주기업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기업은 배당, 임대료, 로열티, 
보상, 기술 서비스에 대한 급료 등과 같이 필리핀에서 
조달된 수입의 총합계에서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이 세금은 원천 징수된다. 일부 다른 형태의 비거주기업 
및 필리핀과 특별 조세협약을 맺은 해당 국가의 기업에
게는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Individual)

►분류

소득세의 목적에 따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필리핀 국민(Resident  Citizens) 

필리핀 국민에 대해서는 필리핀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임금, 사업 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필리핀 비거주인 (Non-resident Citizens) 

해외계약노동자 및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같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 비거주인에 대해서는, 
필리핀 내의 자원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을 징수한다. 

►필리핀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s)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필리핀 내의 자원을 통해 창출
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한다.

►필리핀 내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
인(Non-resident Aliens)

필리핀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조달된 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거주인, 비거주인, 거주외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필리핀 내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필리핀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
인은 필리핀에서 조달된 자원을 통해 얻은 총 이익에 대
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

필리핀에서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인, 비거주
인, 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은 5% ~ 32% 사이에서 
차등 세율을 적용받는다. 

역외계정에서 발생한 보상수익, 다국적기업의 지역본
부 혹은 지역영업본부, 석유화학관련 계약업체의 자격
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피노 근
로자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이 부과
된다.

필리핀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
인은 일반적으로 총수입의 25% 정도를 큰 변동폭 없이 
세금으로 부과받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두 가지 범주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는다. 하나는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직 활동을 통한 세금이다. 로열티, 이
자, 배당, 기타 간접적인 개인소득에는 각기 다른 세율
이 적용된다.

►면세

필리피노 거주인과 거주외국인은 모두 5만 페소의 개인
별 면세가 가능하며 합법적인 부양가족 1인 당 추가적
으로 2만5천 페소의 면세가 가능하다. 

단, 면세 가능 부양인의수는 4인을 넘지 못한다. 각 부
양가족에 대한 추가면세는 가장인 남편이 신고할 수 있
다. 다만, 아내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아내가 신고
할 수 있다. 

기혼자들은 개인별 세금을 각자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순수하게 근로에 대한 보상수익이 없는 기혼자들은 부
부가 합쳐서 함께 한건의 소득세 신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소득신고서와 함
께 한건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리핀 내에서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
은 양국의 조세협약에 근거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
라 개인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면세혜택은 
없다.

►조세협약 (Tax Treaties)

특정한 타입의 소득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에 구속력
이 있는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필리핀 국세청(BIR)에 
면세 혹은 우대 조세협약세율 이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
출함으로써
소득세를 면제 받거나 혹은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
다.  현재 필리핀과 조세협약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U.A.E.
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과 북아일랜드
미국
베트남



9

▪ 원천과세(Withholding Tax)

►지급가능 원천과세(Creditable Withholding Tax; 
CWT)

거주인 개인이 다른 거주인에게 지급한 특정한 대금은 
해당 원천세율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원천 징수
된 세금은 수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공제함으로써 
상쇄가 가능하다. 

►임금에 대한 원천과세(Withholding Tax on wages) 

이 세금은 각 개인의 급료에서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임금에 대한 세
금을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종업
원들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연말정산시에 별도로 제
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원천과세에 대한 증명서(Employer’s Certificate of 
Compensation Payment)를 국세청(BIR)에 제출할 의
무가 있다.

►최종 원천과세(Final withholding tax; FWT)

최종 원천과세(FWT) 제도하에서는, 해당 기업이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금액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자들의 
전체 최종 소득세 납부금액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한
다.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부동산의 임대와 상
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공화국법 제 9337호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따
라,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율을 2006년 2월 1일자
로 12%로 상향 조정하였다. 1997년 조세개혁법은 영세
율에 근거한 거래와 부가세 면제 거래 또한 규정하고 있
다.

▪ 특별소비세(Excise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필리핀에서 내수 판매, 소비 
혹은 처분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특정 품목(담
배, 주류, 석유제품, 광물 및 자동차)에 부과된다. 

또한 특별소비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VAT) 및 수입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된다.

필리핀은 공화국법 제 9224를 통하여 자동차에 대한 특
별소비세를 필리핀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내수판
매가, 순소비세 및 순부가가치세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
를 합리화하였다.

알코올과 담배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공화국법 
R.A.10351을 통하여 개정되었고 국세청 회람 BIR RR 
No.17-2012을 통하여 공화국법 10351가 시행되었다.

▪ 비례세(Percentage Tax)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닌 국내여객선, 국제화물 운
송업 및 오락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필리핀
에서 발행한 전체 영수증 금액이나 총수입에 대하여 비
례세가 적용된다. 

▪ 주식거래세(Stock Transaction Tax)

증권사 딜러에 의해 필리핀 증권거래소(PSE)를 통하
여 판매, 매매,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주식거래
에 대해서는 총판매 금액 혹은 판매, 매매, 교환 혹은 처
분된 주식가격의 전체 가치에 0.5%의 주식거래세가 부
과된다. 

▪ 주식공모세(Initial Public Offering Tax; IPO Tax)

소수주주 지배기업의 주식을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
식의 판매, 매매, 교환 등에 대해서는 지분률에 비례한 
세금이 부과된다. 

소수주주 지배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s)이라 
함은 회사의 발행주식의 50% 이상, 또는 의결권이 있는 
모든 주식의 50% 이상이 직접/간접적으로 20명 이내의 
개인들이 소유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주식공모세율(IPO Tax Rate) 은 주식공모 이후, 판매, 
매매, 또는 교환된 주식의 총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25% 이하는 4%,
25%~ 33.33% 사이는 2%
33.33% 이상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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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모세(IPO Tax)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최초 
공모시, 또는 판매자가 2차 공모시 납부한다. 이 세금은 
총판매 가격 혹은 판매, 매매, 교환 혹은 처분된 주식지
분의 전체 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된다. 

▪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인지세(DST)는 문서, 기기, 대출 계약, 부동산 임대계
약, 주식 증권, 본드, 모기지, 보험증권
등과 또한 이와 관련한 의무와 권리의 이전, 재산에 대
한 인수, 할당, 판매, 이전 행위에 대한 특별세이다. 

인지세는 해당 문서의 작성자, 서명인, 발행인, 인수인, 
문서 양도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은행, 일부 지정 금융기관, 해운 및 항공사, 보험사
(Pre-need Company) 및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일부 
특정 산업군은 2010년 7월부터 Web을 기준으로 하는 
eDST(인지세)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하도록 의무화 되
었다. 

공화국법 9648호는 필리핀 증권거래소(PSE)를 통해 거
래되는 상장기업 주식의 판매, 매매 또는 교환에 대하여 
인지세(DST)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인지세에 관한 조항을 합리화하는 법안인 공화국법 
9243호는 추가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공고하였고, 주식 투자에 대한 인지세율을 낮추도록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정책, 연금, 사전필요
계획(pre-need plan)과 부채약속어음(채무증서-Debt 
Instrument)에 대한 인지세율의 통일에 관하여 신규 인
지세의 근거를 구체화 하였다.  

▪ 관세(Customs Duty)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부가가치세 12% 및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부과 목적을 위해 수입된 상품의 가치는 해당 제품
이 필리핀으로 수입, 판매될 때 지불하는 가격, 또는 지
불할 용의가 있는 수출입자 사이의 실거래 가치를 기준
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관세청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용되는 관세율은 (최혜국 세율(most-fa-
vored nation [MFN] rate)) 일반적으로 0~30% 사
이인데, 필리핀 관세 및 세관법(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TCCP)에 따라 어떻게 분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TA)에 따라서 적용되
는 우대관세는 일반적으로 최혜국세율(MFN Rate) 보
다 낮은 수준이다.

조건부 면세수입품목, 세관보세창고(CBW - Customs 
Bonded Warehouse)로 들어오는 품목, 특별한 법령에 
따라 수입된 품목 등과 같은 특정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가 면제된다. 

수입업체와 브로커들은 수입관련 기록을 수입일자로부
터 10년간 보관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관세청(Bureau of Customs)은 수입업체 및 브로
커가 작성한 기록문서에 대해 수입이 완료된 이후 3년 
기간 안에 사후 세무감사를 실시하여 세관 규칙 준수 여
부 및 수입관세가 수입당시 누락 혹은 잘못 산정 되었는
지를 사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지방세(Local Taxes)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에 따라, 지방정
부기관(local government units; LGUs)은 해당 관할지
역에서 진행되는 특정 경제활동에 대해 법으로 명백하
게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를 징수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정부기관은 토지, 건물, 기계 및 자산 가치
의 증가와 같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연간 종가세(Ad 
Valorem Tax)를 징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의 이용목적 전환 및 판매, 기증, 매매등에 대해서도 매
도/매입세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정부기관의 세금 징수 권한은 소득세, 수입
관세, 인지세, 토지세, 증여세 등의 기타 세금으로 확장
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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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필리핀 투자우선계획(IPP)은 2014년 12월 25일 마닐
리블루틴 신문에 공고된 후 15일 이후 부터 발효하여 2016년
까지 적용된다.
아래 열거된 사업영역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 내용 그리고 적
용 자격등에 대해서는 투자청(BOI)에서 발행하는 일반원칙과 
세부 안내집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위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실제 부가가치창출, 공용창출, 경제확대효과 및 균형잡
힌 잠재력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I.  선위 사업영역

1. 제조업
a.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및 골프카트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

(조립) 및 자동차 부품과 소재 산업

• 자동차 바디 판넬 압형 제조
• 엔진, 변속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 대형 분사 주형 부품 제조
• 범퍼, 계기판, 도어내장, 중앙사물함, 라디에이터그릴,
조타실, 전등, 완충기, 와이퍼 모터/블레이드, 엔진 마운

트; 전동 파워 스티어링; 조합 계량기; 계기판; 섀시 및 
서브 프레임; 인테리어 마감; 스위치; 시트장치; 신축
성 안전 벨트; 차량 창문 조절기; 등속 조인트 / 변속
기;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플라스틱 연료 탱크; 연료 펌
프; 브레이크 시스템 및 구성 요소; 증발기 및 응축기; 
자동중계기; 열로 박판된 자동차 직물; 도어 및 후방 거
울 : 자동차 유리; 엔진 부품 및 조립부품; 및 변속기 부
품 및 조립부품

•	 조종기판 부품, 모터와 전기 자동차 용 베터리 (납 제
외)

b. 부품 및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조선산업

c. 항공 우주 부품 및 구성요소 산업

d. 화학 약품 산업

• 올레오 화학 물질
• 석유 화학 및 파생 상품
• 클로르 - 알칼리 식물

e. 전자. 버진 펄프

f. 구리 전선 및 구리 선재

g.  기본 철강 제품, 철강 연마용 볼, 긴 철강제품 (반제품 및 
철근 막대), 평면 열간/ 냉간 압연 제품

h. 도구 및  금형
• 금속 스탬핑 또는 금속 단조를 위한 간단한 화합물 

및 순차이송금형(프로그레시브 금형, progressive 
dies) 

• 다이케스트주조법(die casting)을 위한 금형, 플라스

틱의 사출식(플라스틱 인젝션, plastic injection) 또
는 송풍식 성형(블로우 몰딩, blow molding)을 위한 
금형, 송풍식 유리성형, 유리단조금형, 글래스 인캡슐

레이션용 금형(encapsulation molds) 
• 금속 절삭 및 금속 단조를 위한 지그(Jig)와 픽스쳐

(fixture)

2. 농업 / 농업 관련 산업 및 수산업

a.  상업 생산 부문
•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커피, 코코아, 수산품, 가금

류 및 축산물
• 고 부가가치 작물
• 신흥 상품

b. 상업적 처리
• 생물 공정을 통해 농사를 통해 또는 숲에서 채취한 원

료를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의 물질 추출
• 추가공정 또는 최종 소비를 위해 자신의 부산물과 폐

기물을 농수산품으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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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 가금류, 애완과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들을 제외한 동물과 수상생물의 생산

d. 비료와 농약의 생산
e. 설탕 공장의 현대화
f. 기계화 농업 지원 서비스
g. 농업 지원 기반

3. 서비스
a. 집적 회로 설계
b. 창조산업/지식기반 서비스

•	 애니메이션
•	 소프트웨어 개발
•	 게임 개발
•	 건정 정보 관리 시스템

c. 선박 수리
d. 전기차 충전소
e. 항공기 정비 및 유지보수
f. 산업 폐기물 처리

4. 저비용 고효율 주택

5. 병원

6. 에너지
a. 에너지 작황 및 진보한 바이오 연료의 탐사 및 개발.
b. 발전설비
c. 보조 서비스

7. 공공 인프라 및 물류
a. 화물 및 여객용 공항/항만 시설
b. 육해공 운송장비(단, 선박, 수상비행기, Ro-Ro, 버

스, 보트, 열차 등의 새로 도입되는 장비에 한함)
c. LNG 저장 및 재기화 시설.
d. 대규모 수처리 및 공급 시설

8. PPP 프로젝트

II. 수출활동

1. 수출품목의 제조 · 생산
2. 서비스 분야의 수출
3. 수출업자 지원활동

III. 특별법

1. 상업성 조림사업 
- 대통령령 705호 - 개정된 임업 코드 게재

2. 광산업 
- 1995년 제정된 신광업법(공화국법 7942호)에 따라 자
본설비 인센티브에 대한 제한을 둠

3. 출판산업
- 공화국법 8047호 – 출판산업 진흥법 제정

4. 석유제품의 정제업, 보관업, 마케팅 및 유통업
- 1998년 개정된 법안(공화국법 8479호)으로 하향류 석
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킴

5. 장애인 재활, 자기개발, 독립성 증진을 위한 법
- 공화국법 7277호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대
헌장을 마련

6. 재생에너지 
- 공화국법 9513호 – 재생에너지 법 개정

7. 관광업 
- 공화국법 9593호 – 2009년 관광법 개정 



경제계획 (Economic Program)

새정부의 분명한 목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더욱 강하고 합리화된 관계를 설정하는데에 있다. 

계획과 내용 등은 국내외 투자자들과 민관협력관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자원을 보완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무적인 부문과 비세무적인 부문에 대
한 인센티브에 대한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핵심분야는 관광업, 비즈니스아웃소싱분야, 광산업, 농업, 제조업과 기간산업 분야 등이다.  

제안된 사업활동에 대해 지역과 등록 절차에 따라 상이한 인센티브가 각기 적용될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지휘 감독아래 필리핀도 최근에 2005년도에 채택된 IFRS 가이드라인에 덧붙여 중소기업
에 대한 국제재무보고표준(IFRS for SMEs)을 채택하였다.

국제재무보고표준에 대한 채택은 국내 비즈니스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행기준에 맞추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재무보고서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진작시키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SGV Service Lines

Assurance  Wilson P. Tan, Head
  Email: wilson.p.tan@ph.ey.com
 Tel: (632) 894-8127

Tax Wilfredo U. Villanueva, Head
 Email: wilfredo.u.villanueva@ph.ey.com
 Tel: (632) 894-8180

 
  Cirilo P. Noel
  Chairman and Managing Partner
 E-mail: cirilo.p.noel@ph.ey.com
 Tel: (632) 894-8144

Transactions  Renato J. Galve, Head
   Email: renato.j.galve@ph.ey.com
  Tel: (632) 894-8140

Advisory  Winston A. Chan, Head
 Email: winston.a.chan@ph.ey.com
 Tel: (632) 894-8125

   J. Carlitos G. Cruz
   Vice Chairman and Deputy Managing Partner
 E-mail: j.carlitos.g.cruz@ph.ey.com
 Tel: (632) 894-8162

SGV & Co.

  6760 Ayala Avenue, Makati City
 1226 Metro Manila, Philippines
 PO Box 1408, Makati Central Post Office
 0740 Metro Manila, Philippines

Contact   Atty. Luis Jose P. Ferrer
person:   Email: luis.jose.p.ferrer@ph.ey.com
 Tel: (632) 894-8362
 Fax: (632) 819-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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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mi Cho 
Director, Korea Business Desk, Tax - ASEAN 
Ernst & Young Solutions LLP
Email: hyun-mi.cho@sg.ey.com 
Tel: +65 6309 8595

EY Korea Trade Network

Joongshik Wang
Partner, Transaction Advisory Services 
ASEAN Leader- Corporate Finance Strategy 
Ernst & Young Solutions LLP
Email: joongshik.wang@sg.ey.com 
Tel: +65 6309 8078



영토 :  300,000 sq.km

주요도서 :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수도 :  마닐라

인구 :  107,668,231명 (2014년 7월 기준)

평균연령 : 23.5세

언어 :  필리피노, 영어 (기본토착어 – 따갈로그, 세부아
노, 일로까노, 힐리가이논, 일롱고, 비콜, 와레이, 빰빵고 
그리고 팡가시난어 등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음)

정부형태 : 입헌공화국으로서 대통령 중심제

의회 :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

종교 :  카톨릭 82.9%(로만카톨릭 80.90% 아글리빠얀 
2%), 무슬림 5%, 에반젤리칼 2.8%, 이글레시아니크리
스토 2.3%, 다른 종류의 기독교 4.5%, 기타 1.8%, 미확
인 0.6%, 무신론자 0.1%

독립기념일 :  6월 12일

화폐 :  필리핀 페소 (Php-Peso)

- 1 USD = 44.487 Php
- 1 Japanese Yen JPY = 0.434 Php
- 1 British Pound GBP = 74.711 Php
- 1 Chinese Yuan CNY = 7.147 Php
- 1 EUR = 61.441 Php
- 1 HKD = 5.737 Php  (참고 : 상기 환율은   

2014년 4월 21일자 기준)
 
국내총생산(GDP) ;  USD454.3 billion (2013년 기준)

1인당 GDP : USD4,700 (2013년 기준)

GDP 구성 :  3차 서비스업(57.2%), 2차 제조산업
(31.6%), 1차 농업(11.2%)

재외 필리핀 근로자 연간 송금액 :  USD25.1 billion 
(2013년 기준)

노동력 :  40.3 million

전력요금 (산업용기준)   *자료출처 : MERALCO (2014
년 2월 공시 기준)

- KW당 송전료 :  Php281.84 (USD6.82)

- 일반전력(GP) :  13.8kv & below    
Php213.74(USD5.53)

  35.4kv Php213.74(USD5.53)
   115kv/69kv Php167.46(USD4.33)

통신비(사업자용)

• 유선전화 ; 월간 기본요금 Php1,259.02

• 국제전화(PLDT 기준) : 

- USD0.15/min. (아세안/홍콩/일본/마카오/한국)

- USD0.40/min. (호주/뉴질랜드/미국/캐나다/프랑
스/독일/이태리/스페인/영국/

 중국/인도/쿠웨이트/UAE/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사무실 임대료 (2013년 마카티 CBD기준) 

- A 클래스 빌딩 평균 임대료 :  Php915/sqm 
(USD22.29) 

- CBD Cap Rate/Prime Yield :  8.8%
 
*자료출처 : 2013년 Colliers Int’l 발행 Global Office Outlook 

주요 수출품 : 반도체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자동차 부
품, 원단 및 의류, 밀과 동물사료, 코코넛 오일, 구리제
품, 석유제품 및 천연과일 등.

주요 수입품 : 광물 연료, 윤활유, 유제품, 강철제품 및 
철강, 유기 및 무기화학제품, 통신장비, 전기관련 기기, 
전자제품 및 플라스틱, 산업용 기계류 및 장비, 반도체 
생산 원자재 및 반가공제품, 운송장비, 곡물류 등.

*자료출처 :  필리핀 중앙은행 발행 2014년 World Facebook.

필리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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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GV & Co.
SGV is the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firm in the Philippines that provides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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