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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으로 지난 2007년 6
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
다. 필리핀 경제는 9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다양하고 풍부한 천
연자원 등으로 인해 다원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업의 GDP 비중이 여전히 10%를 상회할 만큼 높은 편
이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한편, 필리핀은 1인당 GDP 1천 달
러대의 빈국이지만 수도권인 메트로마닐라 지역의 구매력은 상
당히 높으며, 해외거주 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이 GNP의 7%
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필리핀 시장의 특징이다. 필리핀
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엘니뇨현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2000년대 들어 예전의 성장세를 거의
회복했으며, 2007년은 지난 31년 내 최고인 7.3%의 실질GDP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필리핀 자동차산업은 일찍부터 출발하였으나 아직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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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립위주여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낮은 승용차 보
유율, 승합차 위주의 판매 시장, 동남아 내 일본계 자동차업체들
의 분업생산 네트워크의 한 축 담당, 일본계 자동차사의 생산과
판매 장악,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트라이시클(tricycle)과 지프니
(Jeepney) 애용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
운데, 개방 확대, 프리미엄 시장 성장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완성차 시장은 향후 일본계 및 미국계 자동차사에
의해 주도되고 또 소형승용차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부품산업은 노동집약형 부품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기반 확
충을 위해 2006년부터 바이오연료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필리핀은 바이오연료의 원자재인 코코넛, 사탕수수
등의 생산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생
산조건이 양호한 편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업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쌀 등 식량자원의 가
격이 폭등하여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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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가 식량생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환경
오염 문제해소와 대체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필리핀의 바이오연
료산업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TV 보급률(57%)에도 불구하고 TV 보유가구의 수는 약 1
천만 가구로 시장자체의 크기는 상당한 편이지만, 낮은 국민소
득으로 인해 방송광고를 비롯한 필리핀의 TV시장은 매우 협소
한 실정이다. TV 방송산업의 경우, 6개의 VHF 공중파 전국 방
송을 비롯해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양대 공
중파 방송사이자 민영방송사인 ABS-CBN과 GMA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대 케이블 TV사업자인 Beyond Cable
과 Global Destiny Cable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케이블 TV는 불
법 시청(도청)이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장이 더
딜 것으로 전망되나,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조만간 위성 TV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필리핀의 프로그램 콘텐츠 수출경쟁력은 상당한 편인데,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우수성이라기보다는 미국, 일본, 유럽, 중
동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필리핀 출신 해외노동자들의 필리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의 프랜차이즈산업은 1995년 프랜차이즈협회가 발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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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소매업분야에서 유력한 사
업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시장에서 프랜차이즈의
성공률이 최근까지 80% 이상을 보임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인기
는 지속되고 있으며, 대형 소매업자들의 상당수가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서비스산업이 50%
이상을 보이는 소비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소득에
비해 소비활동이 왕성한 편이다. 또한 해외근로자들의 본국 송
금액이 연간 140억 달러를 상회하여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형성
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최근
에는 수도권인 메트로마닐라 이외에도 세부, 수빅 등 신흥 도시
들이 발전하여 신규 소매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시장규모도 확대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프랜차이즈산업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산업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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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필

리핀은 최근 우리의 수출대상국 순위가 1999년 10위에
서 2007년 19위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2008년 수출규

모가 50억 USD, 무역흑자가 20억 USD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1)
되는 여전히 중요한 교역국의 하나이다. 이는 필리핀 경제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를 벗어나 최근 5%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특히 2007년에는 7%가 넘는 성장을 기록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
효됨에 따라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2007
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對필리핀 수출액은 49.7억 USD
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수출액 40.9억 USD보다
21.7%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수출 증가율
17.2%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우리의 수출은 철강제품과 자

1) 2008년 상반기 수출금액은 25.4억 USD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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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필리핀의 경제현황 및 산업구조를 분석해 보
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거나 유망한 산업을 심층 분
석함으로써, 정부의 對필리핀 경제협력 확대전략을 비롯한 대외
경제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고, 기업들의 필리핀 진출전략 수립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필리핀의 거
시경제에 관한 내용이나 단편적 정보들은 언론을 통해 종종 소
개되고 있으나, 핵심산업이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과 KOTRA가 합동연구를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국 정부기관이 발표한 자료 및 통계나 관련 연
구기관들의 참고문헌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전문가 면담 및 현
지조사를 통한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산업은
자동차산업, TV 방송산업, 바이오연료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4가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자동차산업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對ASEAN 진출강화 및 수출 다변화전략과 맞물
려 관심이 높아지고, 수출액도 급증2)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

2) 2006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한·ASEAN FTA 체결 이전)의 1.25억 USD 수출
에서 2007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의 1.98억 USD로 수출액이 58.1% 증가하였
다.

4｜필리핀의 주요 산업

였다. 둘째, TV 방송산업은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필리핀에 수출
되면서 제2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TV
방송산업의 현 주소와 성장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선정하였다. 셋
째, 바이오연료산업은 최근 고유가와 맞물려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 근
시일 내에 역내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내에서 물
가폭등이나 과잉투자 논란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잠재수요대
비 생산량이 부족한 필리핀이 대체투자지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넷째,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프랜차이즈 모델
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국내 시장을 장악한 토종 프랜차이즈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對ASEAN 프랜차
이즈 진출의 교두보로서 필리핀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프랜차이즈산업을 선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Ⅱ장에서 필리
핀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필
리핀의 자동차산업, Ⅳ장에서는 바이오연료산업, Ⅴ장에서는 TV
방송산업, Ⅵ장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
겠다. 마지막으로 Ⅶ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4개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진출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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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경제 특징

산업구조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정책

1
경제 특징

필

리핀 경제는 9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다양한 천연자원
등으로 인해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2007년

제조업과 건설업부문은 전체 GDP의 29.6%를, 서비스 부문은
44.7%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부문은 GDP의 16.7%3)를
차지했을 만큼 선진국(OECD 18개국 평균; 2002년 1.59%)에 비
해 농림수산업의 GDP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필
리핀 경제는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양극화(소득·자산 불균형)
가 심각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수도인 마닐라 인근의 수도권 지역(NCR: The National Capital
3) 실질기준임(1985년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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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다른 이름으로 메트로마닐라4))에는 인구의 13%가 거주
하고 있는 반면, GDP는 1/3 이상이 집중되어 있을 만큼 부가 집
중되어 있다. 특히, 2006년 NCR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 민
다나오 자치구(무슬림 거주)의 12.2배에 달하는 1인당 소득을 기
록하였다. 이 같은 양극화와 수많은 빈곤층의 원인은 동아시아
여타국가와 달리 토지분배정책의 실패로 인해 토지소유가 소수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1인당
경작면적도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지증가율로 인해
1980년 1인당 2.84㏊에서 2002년 2.01㏊로 축소된 상태여서 빈
곤퇴치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경제는 민간소비의 소득원과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을 해외노동자가 송금하는 돈에 의존하고 있다. 약 800만에
달하는 해외노동자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 해 약 300억
USD(2007년 공식 송금액은 144억 USD)에 가까운 돈을 송금함으
로써,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 Metro-Manila(필리핀 명칭: Kalakhang Maynila, Kamaynilaan) 또는 NCR(National
Capital Region), 필리핀 명칭: Pambansang Punong Rehiyon) 지역은 필리핀의 수도
인 마닐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지칭한다. 2007년 8월 현
재 이지역의 거주자는 1,155만 명이며, 인근 도시인 Laguna, Cavite, Rizal, Bulacan
을 포함할 경우 인구가 무려 2,2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필리핀 내에 NCR과 같
은 성격의 지역으로는 Metro Cebu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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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경제 동향

가. 국내부문

필리핀 경제는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엘니뇨현
상으로 인한 농업부문 침체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2000년대 들어 2002~200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2%를 기
록하면서 1990년대 초반의 성장 기조를 회복한 상태이다. 특히,
2007년은 서비스 부문(전년대비 8.1% 증가) 및 건설업(전년대비
23.1% 증가)의 급성장과 농림수산업의 견실한 성장(4.9% 증가)
등으로 고른 성장을 보임과 동시에 정부지출과 투자가 회복되면
서, 지난 31년래 최고치인 7.3%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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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명목GDP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십억 USD

98.7

117.6

144.1

166.7

183.6

%

4.9

5.4

7.3

5.6

5.7

- 민간소비

%

4.8

5.5

6.0

5.2

5.0

- 정부소비

%

1.6

6.1

10.0

5.5

5.0

- 고정자본형성

%

-6.6

1.4

9.5

5.3

5.0

- 수출

%

4.8

11.2

3.1

4.1

5.4

- 수입

%

2.4

1.9

-5.4

4.9

4.6

재정수지

% of GDP

-2.7

-1.0

-0.2

-0.5

-0.3

백만 명

87.9

89.5

91.1

92.7

94.3

소비자물가(연평균)

%

7.7

6.2

2.8

6.8

4.8

이자율(연평균)

%

6.2

5.3

3.4

3.9

4.6

실질경제성장률

인구

무역수지

백만 USD

-7,773

-6,732

-8,236

-8,336

-8,795

- 수출

백만 USD

40,263

46,526

49,321

52,099

53,746

- 수입

백만 USD -48,036 -53,258 -57,557 -60,435 -62,541

서비스수지

백만 USD

-1,340

137

1,077

994

1,989

소득수지

백만 USD

-294

-1,255

-467

52

-19

경상이전수지

백만 USD

11,391

13,197

13,977

14,167

15,054

경상수지

백만 USD

1,984

5,347

6,351

6,877

8,228

환율(연평균)

Peso/USD

55.09

51.31

46.15

42.60

42.10

외환보유고

백만 USD

18,494

22,966

33,752

37,777

40,765

주: 2008년, 2009년 전망은 EIU 추정치임.
자료: EIU, Country Report(Ju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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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필리핀 경제도 하
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인 2.8%를 기록했으나, 2008년 들어 5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벌써 9.6%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분기별 실질경
제성장률이 2007년 4/4분기의 7.4%(전년 동기 대비)에서 2008년
1/4분기의 5.2%(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다. 최근의 유가 및 곡
물 값 폭등으로 경제·사회적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목표도 5%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향후 경제성장세는 다
소 둔화될 전망이다.
필리핀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1980~90년대 경제발전의 큰
축이었던 수출과 투자가 한 때 훼손되기도 했지만, 수출의 경우
GDP의 45% 내외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GDP의 약 70%(2007년 70.4%를 기록)를 차지할 만큼 중요도가
크지만, 최근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간소비
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농업부문의 호조와 해외거주 필리핀 노

표 Ⅱ-2 필리핀의 물가상승률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물가상승률

6.0

7.7

6.2

2.8

4.9

5.4

6.4

8.3

9.6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http://www.bsp.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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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의 송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02년의 경우 IT버블 붕
괴의 여파(그에 따른 전자제품 분야 수출의 감소)를 상쇄했을 만
큼 농업이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농업부
문은 엘니뇨현상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다는 점이 필리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나. 해외부문

최근 몇 년간 필리핀 경제의 견실한 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에
는 약 800만에 달하는 해외거주 필리핀 노동자의 해외송금 유입
액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44억 USD
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여, 실질GNP성장률이 7.96%를 기록하
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2008년 1/4분기는 GDP성장률이
5%대(5.2%)로 하락했으나, GNP성장률은 해외송금 유입액의 급
증으로 7.3%를 기록하였다. 또한 은행의 송금시스템 개선에 따
른 비공식 송금의 은행권으로의 전환도 해외송금 유입액 급증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은 2007년 493억 달러로 2006년 465억 달러 대비 6.01%
증가했고, 수입은 576억 달러로 2006년 533억 달러 대비 8.07%
의 증가세를 보였다. 환율은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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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필리핀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액
(단위: 백만 USD)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4 2007.1~4 증감률

해외송금
7,578 8,550 10,689 12,761 14,449
유입액

5,360

4,681

14.51%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http://www.bsp.gov.ph)

증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회복되면서 외환보유고가 전년대비
47% 증가한 결과, 2007년 1월 48.9 Peso/$에서 12월 41.7 Peso/$로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들어 유가 및 쌀값 폭등으로
필리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2008년 5월 평균 42.9
Peso/$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월 23일 현재 44.406
Peso/$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Ⅱ-4 필리핀의 대미달러 환율
(단위: Peso/US $)

1996

1997

2006

2007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평균
26.2157 29.4707 51.3143 46.1484 40.9381 40.6711 41.2524 41.8196 42.9020
환율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http://www.bsp.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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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

가. 산업구조 개관과 최근 동향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한 2007년 각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
보면, 농림수산업이 18.36%, 2차 산업인 광공업·건설업·전
기·가스·수도 등이 32.55%(그 중 제조업은 23.18%), 3차 산업
인 서비스업은 49.09%에 달한다. 농림수산업은 2003년 GDP 비
중 19.84%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2003년 24.26%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 서비스분야는 부동산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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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필리핀의 GNP 구조(1985년 실질가격 기준)
(단위: 백만 페소)

2003

2004

2005

2006

2007

Ⅰ. 농림수산업

구 분

215,273

226,417

230,954

239,499

251,272

Ⅱ. 산업부문

363,486

382,419

396,882

415,985

445,486

A. 광업

17,856

18,325

20,032

18,813

23,678

B. 제조업

263,255

278,624

293,334

306,837

317,197

C. 건설업

47,113

48,718

45,852

50,267

61,866

D. 전기·수도·가스

35,262

36,753

37,663

40,068

42,745

506,313

545,458

583,616

621,389

671,883

Ⅲ. 서비스부문
A. 교통·통신·운수

87,747

97,605

104,766

111,412

120,698

180,460

192,691

203,552

215,960

233,774

C. 금융

51,798

56,919

64,597

71,891

81,310

D. 부동산

50,955

53,654

56,506

59,734

63,234

E. 개인서비스

84,367

93,352

100,373

107,316

116,374

F. 공공서비스

50,986

51,237

53,821

55,077

56,493

B. 도·소매

GDP
GDP(백만 USD)
해외순수익
GNP
GNP(백만 USD)
1인당 GNP(USD)

1,085,072 1,154,295 1,211,452 1,276,873 1,368,641
58,314

62,035

65,106

68,622

73,554

86,359

98,036

108,548

115,132

134,173

1,171,431 1,252,331 1,320,000 1,392,005 1,502,814
62,955

67,303

70,940

74,809

80,764

769

805

832

860

910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 GNP BY Industrial Origin(http://www.bsp.gov.ph)

GDP의 50%대를 차지하여 필리핀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최근 필리핀이 콜센터 등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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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기업들의 콜센터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광산업, 건설업의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20%대로 높은 편이며, 에너지 사업은 투
자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부진으로 인해 성장이 다소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1차 산업은 농작물의 작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
는데 2007년에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산업

1) 제조업
제조업분야는 2007년 GDP의 23.18%를 담당하며 경제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경공업·소비재 위주의 산
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의 영향으로
소비재가 발달했으며, 1980년대 비철금속·석유화학·화학비
료·디젤엔진 및 시멘트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
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등 일부
를 제외하고는 내수를 겨냥한 경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조
업 수출에 있어서는 조세·관세감면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EPZs(수출촉진지역)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외
국인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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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 업
필리핀은 동, 니켈, 금 등의 매장량이 세계 8위로 추정되는 자
원 보유국이며 자원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크롬, 구리, 철 등 다른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그러나 기술의 낙후와 자본력 미약, 외국인 단독투자
불허 등으로 매장량 조사가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경제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업은 GDP의
1.73%(2007년 기준)에 불과하나, 최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
다. 지역 광업투자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100% 소유를 허용
하는 최고법원의 판결(2004년 12월; ‘재정 및 기술지원 계약
(FTAA)’의 경우 외국인 회사가 광산 개발권 및 개발 지분의
100%를 소유할 수 있다)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중국의 투
자 등에 힘입어 2005~2006년간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외국인투
자를 이 분야에 유치했다. 그 결과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자지하
는 비중은 2005년 2%에서 2006년 5.5%로 급증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광산개발에 따
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은 필리핀 경제의 주 원동력으로서 국민총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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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종사인구는 40% 정도이
다. 필리핀 농림수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반 시설이 취약하
여 단위당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앞으로 개발 필요성이 많은 분
야이다.

가) 농 업
농업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훨씬 많은 고용을 흡수하고 있지
만, 생산증가의 둔화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GDP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때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비
해 현재는 해외수익 중 약 3%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농작물 경작에 있어서 일부 다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쌀과 코코넛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쌀의 경우
대부분 내수위주지만, 코코넛의 경우 필리핀이 전 세계 생산량
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다. 그 결과 쌀 가격이 물가
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코코넛 생산은 농촌지역 소득과 직
결되어 있다.
쌀은 2006년 기준 420만㏊에서 경작되었으며, 상당량이 태풍이
자주 통과하는 루손 중부에서 경작되고 있다. 코코넛의 경우 330
만㏊에서 경작되었으며, 절반 이상이 민다나오 지역에서 경작되
고 있다. 쌀과 코코넛 경작의 대부분은 소규모 농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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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되고 있으며, 쌀은 대량생산품종의 사용으로 수확량이 증가
하고 있으나, 코코넛은 산림개간의 제한 및 코코넛 나무의 노령
화 및 벌목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95년 이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와 세계은행은 재경작/재생 프로그램을
1990년대 중반부터 전개하고 있다. 쌀 경작은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가뭄에 매우 민감한데, 1998년의 경우 이로 인해 수확량이
전년대비 24% 가까이 감소한 적도 있다. 기타 주요 수출작물로
는 미국 회사들의 투자가 활발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망고도 수출작물로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 임 업
산림자원의 고갈에 따라 임업분야가 필리핀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 이미
GDP의 0.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06년의 경우 겨우 0.07%
에 불과했다. 공식적인 목재 생산량은 22만㎡에 불과하며, 2006
년 임산물 수출액은 2,700만 USD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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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업
수산업은 2007년 4월 현재 무려 460만 명에 가까운 고용을 유
지할 만큼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이며, 해외수익의 주요
창출통로이다. 수산물 양식은 2006년 209만 톤 생산으로 2000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으나, 어획량은 남획에 따른 어
족자원 고갈 등으로 정체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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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정책

정

부부패 스캔들과 잇따른 대통령 탄핵 발의5) 등으로 인
해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필리핀 대통령의 권

위가 불안정하지만, 현재 고위 군 장성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지지도가 높고 의회에서 다수를 장악한 집권연정이 확고하기 때
문에, 이 같은 지지세가 지속된다면 아로요는 2010년까지인 대
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취약한 지지
세에도 불구하고 아로요 대통령은 헌법개정(대통령제 및 양원제

5) 필리핀 하원의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고위 각료들과 대통령의 남편이 최근
발생한 정부 프로젝트 뇌물 제공의혹과 관련된 점을 들어 아로요의 탄핵을 법
무위원회에 2007년 10월 제기했으나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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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의원내각제 및 단원제 국회로 통치체제를 개편)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2007년 5월 상원선거
에서 집권연정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음에 따라 추진력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집권연정이 다수당 지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발의는 1년 이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까지는 다소나마 정치적 안
정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아로요 대통령은 7년의 집권
기간 동안 3번의 탄핵 사태와 4번의 쿠데타 위기를 넘기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5년 1월 24일 공개된 ｢필리핀 중기 발전계
획(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04~2010)｣에 의거하여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중기 발전계획의 기본 목표는 ‘빈곤퇴치와 번영의 창출’6)로 △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에너지, △ 사회정의 구현 및 기본
권 보장, △ 교육 및 청년층에 대한 기회 부여, △ 반부패 및 정
부 개혁 등 5대 부문에 대한 분야별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전략으로는 민간부문의 저축률 제고, 중앙정부
의 수입 확대, 공공지출의 효율화,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합리
6) Fight poverty and build prosperity for the greatest number of Filipino people.(중기 발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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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필리핀 중기 발전계획 목표

2004
GDP성장률(%)
투자/GDP(%)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9-5.8 5.3-6.3 6.3-7.3 6.5-7.5 6.8-7.8 7.0-8.0 7.0-8.0
20.1

20.3

21.4

22.5

24.1

25.8

27.7

수출(십억 USD)

43.1

47.4

52.3

58.2

65.4

74.3

84.3

재정적자/GDP(%)

(4.2)

(3.6)

(2.9)

(2.0)

(1.1)

(0.2)

0.0

물가상승률(%)
실업률(%)
빈곤률(가구 중 %)

4.0-5.0 4.0-5.0 4.0-5.0 3.0-4.0 3.0-4.0 3.0-4.0 3.0-4.0
12.1

11.9

11.6

11.1

10.4

9.7

8.9

25.69

24.35

22.93

21.61

20.31

19.04

17.88

자료: 필리핀 중기 발전계획 발표자료(2005.1.24)

화, 긴축재정, 금리·금융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성 확보, 국제수지의 적정성 유지, 수출확
대, 성장지향형 대외부채정책 추진, 국내 고용기회 확대, 해외취
업 확대,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 노·사 관계 정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정부의 기본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질서와 평
화, 법치주의 강화, 독직과 부패의 청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퇴치 및 번영 창출의 가장 핵심은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
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필리핀 정부는 중기 발전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연 7%의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2010년까지 GDP의 28%로 확대)와 수출(2006년까지 50억
USD 돌파)의 확대를 통해 이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아직까지는 수출과 투자가 경제성장의

Ⅱ.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25

핵심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2010년
까지 균형재정을 이룩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인플레이션율을
3~4%대로 낮추고, 실업률은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 같
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빈곤율은 2009년 말 20% 이하
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중기 발전계획에 따라 IT와 IT 서비스,
자동차, 전자산업, 광업, 보건·복지, 관광업, 조선, 패션·의류,
보석, 농업 등 필리핀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0
개 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필리핀투자청(BOI)7)의 인센티브 패
키지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필리핀투자청은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계획(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통해 ① 수출지향산업, ②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촉매산업
(Catalytic Industries), ③ 구조조정하에 있는 산업, ④ 사회간접시설, ⑤ 관련법규
에 의해 우선성이 부여된 산업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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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산업 및 시장의 특징

필

리핀의 자동차 생산은 1917년 Ford社가 진출하면서 시
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성장은 1950년대 들어 필리핀 정

부가 완성차 수입을 금지하고 완전분해 또는 현지조립제품
(CKD: Completely Knock Down)과 현지조립반제품(SKD: Semi
Knock Down)8)에 의해 자동차 생산을 허용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1964년 미쓰비시(三菱, Mitsubishi) 자동차, 1972년
닛산(日産, Nissan) 자동차, 1975년 회노(日野, Hino) 자동차 등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면서부터 더욱 발전하였다. 하지만,
8) 이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완제품을 뜻하는 완성차(CBU: Completely Build Up)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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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동차산업은 아직 규모가 작고 단편적이며 조립 위주여
서 경쟁력 또한 낮은 편이다. 특히 완성차 생산은 일본계 자동
차사 10개를 포함한 14개와 상용차를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으로 생산하는 21개사 등
이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250여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정도이다.
필리핀 자동차산업 및 시장의 특징으로는 우선,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단편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생산대수면에서는 최근 후발국인 베트남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FOURIN(2008)에 의하면, 필리핀의 자동차(이륜차와 삼
륜차 및 개조차량 제외) 생산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인 1996
년 13만 6,556대로 피크를 이룬 이후 점차 줄어들었고 2006년에
는 5만 5,906대로 줄어들었다가 2007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6만
4,000대를 넘어서고 있다.9) 반면 베트남은 자동차 생산이 1990
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2,500대, 2000년에는 1
만 3,000대, 2005년에는 4만 대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8만
392대를 기록하여 필리핀의 자동차 생산규모를 추월하였다. 필

9) 이 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데이터는 주로 FOURIN(2008), Global
Insight(2008), 필리핀 내륙수송청(LTO) 등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자료마다 약간
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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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ASEAN 주요국의 자동차생산 추이 비교(1990~2007년)
(단위: 대)

자료: FOURIN(2008).

리핀의 신차 판매대수도 중고차 수입을 금지시킨 후 크게 증가
하고 있지만 2007년 현재 11만 8,200대에 불과하다. 태국,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작으며, 베트남
보다 조금 많은 실정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2007년 현재 1인당 GDP가 1,639달러이고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9.9대에 불과하여 자동차 대중화
(motorization)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Ⅲ－1 참고).
이러한 가운데 필리핀 자동차시장은 승용차보다는 AUV(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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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ASEAN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 추이 비교(1990~2007년)
(단위: 대)

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공장출하대수를 의미함.
자료: FOURIN(2008).

Utility Vehicle)나 SUV(Sports Utility Vehicle)와 같은 승합차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2007년 현재 신차판매 분야에서는 4륜구동을
포함한 소형상용차가 전체 신차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
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도 소형상용차가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
고 있고 또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아 일반적으로 시야가 높고 실
내 공간이 넓으며 심리적인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승합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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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필리핀의 자동차 관련 지표 추이(2001~07년)
(단위: 1,000대)

인구(백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4.3

75.8

77.2

78.7

80.2

81.6

83.1

1인당 GDP(달러)
승용차보유/1,000명
1)

승용차
신차수요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소형상용차(4×4포함)1)
신차수요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915

966

981

1,049

1,167

1,363

1,639

10.4

10.1

10.1

10.1

9.9

9.9

9.9

772
23.7
2.6
21.2
0.2

767
21.8
1.6
25.2
5.1

780
24.7
10.1
22.1
7.5

798
33.8
16.6
19.8
2.6

792
36.1
19.1
24.9
7.9

808
38.9
19.8
28.4
9.3

825
42.2
18.7
31.4
7.8

1,449
51.2

1,548
61.8

1,704
65.9

1,829
52.6

1,940
59.1

2,046
59.6

2,069
74.5

8.8
43.1
0.6

9.4
53.6
1.2

11.5
64.8
10.5

14.1
46.3
7.8

18.6
45.1
4.6

23.7
38.9
3.0

41.0
35.2
1.8

257
1.9
0.0
1.9

259
2.0
0.0
2.0

261
2.0
0.0
2.0

263
1.8
0.0
1.8

265
2.0
0.0
2.0

267
1.3
0.0
1.4

268
1.5
0.0
1.5

0.02

0.02

0.02

0.01

0.01

0.01

0.02

2,478
76.7
11.4
66.1
0.8

2,574
85.6
11.1
80.9
6.3

2,745
92.6
21.6
89.0
18.0

2,890
97.3
37.7
72.1
12.4

2,997
97.3
37.7
72.1
12.4

3,121
99.9
43.5
68.1
9.7

3,162
118.2
59.7
68.1
9.7

대형차(>6t gvw)1)
신차수요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1)

차량 전체
신차수요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주: 1) 누계 기준.
자료: Global Insight(2008).

세 번째로 필리핀 자동차산업은 동남아 내 일본계 자동차업체
들의 분업생산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자동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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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ASEAN 주요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계 자동차사 현황(2007년)

도요타
혼 다
미쓰비시
미쓰비시(중)
이스즈
닛 산
닛산디젤
히 노
다이하쓰
스즈끼
마쓰다

인도네시아
승용 상용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태 국
필리핀
승용 상용 승용 상용 승용 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트남
승용 상용
◎
◎
◎
◎
◎
◎
◎
◎
◎

◎
◎

◎
◎
◎

주: 2007년 말 현재 실제 생산(조립 포함)중인 기업만 해당.
자료: FOURIN(2008)을 토대로 작성.

역시 일본계 자동차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필리핀
에도 다른 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 닛산, 히노 뿐
만 아니라 도요타(豊田, Toyota), 혼다(本田, Honda), 이스즈(Isuzu)
등 일본의 대다수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가 진출해 있
다. 이에 따른 결과이지만, 일본 자동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
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미계 자동차 업체가 소규모
생산이나 위탁 생산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
본계 완성차 업체들은 일찍부터 진출함에 따라 현지 시장에서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 자동차
업체의 생산 및 판매 비중은 2006년의 경우 88.6%와 8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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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도 각각 86.2%와 82.7%를 기록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태국이나 인
도네시아에서의 일본차 점유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네 번째로 필리핀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라이시클(tricycle)로
대변되는 3륜차와 지프니(Jeepney)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에 사이드카를 붙여 만든 이동
수단으로 최대 6명이 탈수도 있다. 그리고 지프니는 필리핀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필리핀에서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
는 자동차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버린 지프(Jeep)의 뒷면
을 개방하고 늘려 12인승 이상의 미니버스로 개조한 다음 바깥
면에는 화려한 색상의 문양을 넣은 것이 시조이다.10) 트라이시
클과 지프니로 대변되는 차량은 2007년 현재 내륙수송청(LTO:
Land Transportation Office)에 등록된 총 차량 553만 대 중 47.9%
인 264만 7,574대에 이르고 있다. 신규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전
체 신규 신고대상차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TO 통계).

10) 지프니는 군용차(Jeep)와 조랑말(Pony)의 합성어인데, 오늘날에는 18~24인승으
로까지 확대되었고 주로 일본제 엔진에다가 양철로 만든 차체를 합한 교통수
단이다. 여객용지프니(Public Utility Jeepney)와 학교지프니(School Jeepney)도 있
다. 필리핀은 최근 자동차부품공업협회(MVPMAP)와 환경보호단체 GRIPP 등을
중심으로 전기지프니(e-Jeepney)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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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특징으로 필리핀도 최근 의욕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필리핀 정부
는 2002년 발표되었으나 위헌 소송 등으로 부진했던 신자동차육
성프로그램(NMVDP: New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11)을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고차 수입금지의 합번
결정, 완성차 수출 인센티브 추가에다가 미진했던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책도 포함시키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
후 정체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필리핀 다
목적차량(PhUV: Philippine Utility Vehicl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PhUV는 현지 민족계 자동차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가 주도
하는 것으로, 평일에는 상용 목적으로 휴일에는 승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목적용 차량이자 필리핀의 국민수요에 대응하는 신
개념의 자동차이다.

11) 실제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육성프로그램(MVDP: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으로 발표하였으나, 1986년에도 필리핀은 똑같은 이름의 MVDP를 실
시한 바 있어 이를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신(New)’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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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정부의 자동차 정책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정책

필리핀 정부는 2006년 10월 이후 신자동차육성프로그램
(NMVDP)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실 NMVDP는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정부가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중고차 수입, SKD
조립 등과 관련해 일치되지 않는 정책이 자국의 자동차산업 발
전을 저해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방해했다고 인지한 데서 출발
하였다. 즉, 자동차산업 발전과 외자유치를 위해 2002년 12월 필
리핀 정부는 자동차 소비세제 정비, 중고차 수입 금지, CBU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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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촉진, 최혜국 관세율(MFN Tariff Rates) 개정, ASEAN 산업협
력계획(AICO: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제도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NMVDP를 발표하였다. 중고차 수입금
지를 규정한 대통령령 156호(EO 156: Executive Order 156)를 둘
러싼 지방정부와의 갈등과 이어진 위헌 소송 등으로 NMVDP는
한동안 지지부진하였었다. 필리핀 최고법원(supreme court)이
2006년 8월 EO 156의 합헌을 판결한 이후 필리핀 정부는 본격
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최대 난제인 중고차 수입을 억제하고 현지
조립업체 및 부품업체를 통한 완성차 생산 및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12) 이 정책으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시장에서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신차 수요로 이전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2008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3)

12) 실제로는 필리핀 정부가 2007년 11월부터 6개월 가량 수빅만 자유항지역(Subic
Bay Freepot Zone)을 통한 중고차 수입을 연장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13) 2007년 필리핀의 신차 판매는 2006년 대비 18.3% 증가한 11만 8,200대를 기록
하여 중고차 수입금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6년의 경우 신차판
매는 2005년 대비 2.6%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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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아로요 정권 이후 필리핀의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연

월

주 요

정 책

2001년 1월

- 상용차 CKD 수입관세 인상: 3%→10%(Executive Order No.
334)

1월

- 자동차등록 전 배기가스 기준검사 의무화(Clean Air Act R.A.
8749)

12월

- 신자동차육성프로그램(NMVDP) 발표
o 중고차 수입 금지: 대통령령(EO) 제156호 발령

2002년

- CEPT 실시에 따라 ASEAN산 자동차 수입관세율 인하: 20%→
1월
5%
o 신규생산 모델 배기가스규제 EuroⅠ적용 의무화
2월
2003년

- 올롱가포 지역 중고차 수입금지령 해제령 발표→필리핀 정부 항
소

7월 - 국산화 규제 철폐

10월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완성차 수출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지
급하는 수출촉진책 발표
- 물품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판매금액 기준으로 변경. 면제되었던
10인승 이상의 AUV 모델에도 적용

2월 - 상소재판소, EO 156호를 위헌이라고 판단

2005년

5월

- 필리핀 정부, 수입중고차에 대해 특별관세 부과하는 대통령령
EO 418호 발령
- 대체연료의 보급촉진을 위해 국가에탄올 연료프로그램 개시

7월 - 상소재판소, EO 156호 위헌판단 다시 지지
11월 - 법인세 인상: 32%→35%
1월
2006년

- 수송부, 노후화된 공공버스 단계적 교체 지시
o 대상: 배기가스규정 준수위해 제조일로부터 15년 경과한 버스

- 저연비차 생산위해 수입한 부품의 관세 철폐
o 에탄올과 천연가스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전기모터
2월
를 사 용하여 가솔린 사용을 줄이는 차량 대상
- 부가가치세 인상: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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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계속.

연

월
4월

주 요

정 책

- 국민의 부담금 경감위해 비과세소득금액 및 누진과세율 개정
o 소득 1만 페소이하는 5%의 세율로, 5.5만 페소 이하는 비과세
로 개정. 50만 페소 초과 소득자는 세율을 32%에서 35%로 인상

5월 - 한·ASEAN FTA 체결(태국 제외)
8월

- 최고재판소의 EO 156호 법적추인과 중고수입차 금지조치 발효
o 수빅만 자유항지역 내 중고차 수입은 허용

9월 - 일·필리핀 EPA 체결
1월
2007년 6월

- 바이오연료법 공포(2월 발효)
- 필리핀 자동차부품공업협회, PhUV 프로그램 발표
- PhUV 플롯타입 발표
- 한·ASEAN FTA 발효(투자분야는 미타결)

10월 최고재판소, 전원합의로 EO 156호 합헌 재확인
11월 - 일·ASEAN EPA 발효
2008년 1월 - 필리핀 정부,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하하는 대통령령 공시
2009년 1월 - 법인세 인하(35%→30%) 예정
자료: FOURIN(2008)을 토대로 재작성.

NMVDP의 일환으로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 소비세제 정비를
위해 2003년 10월 세제 기준을 배기량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
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CBU
수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출촉진책도 발표한 바 있
다. CBU 수출촉진정책은 업계의 요구로 2006년 들어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4가지 카테고리(regular CBU, developmental
CBU, niche CBU, high-value/low-volume CBU vehicles) 중 2개 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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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에 참가할 수 있고,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수
출물량이나 최소수출금액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6년
중반부터 태국의 픽업(pickup) 트럭이나 말레이시아의 국민차
처럼 독자적인 차량을 생산하고는 필리핀 다목적차량(PhUV:
Philippine Utility Vehicl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자
동차부품협회(MVPMAP: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Philippines)가 제안하고 자동차산업계 전체가 연대
해서 추진하는 이 계획은 필리핀의 자동차 생산을 확대함과 동
시에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프로그
램이다. 특히 PhUV를 통해 생산하는 자동차는 3만 대이며, 이는
기존의 국내판매와는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판매할 계획

표 Ⅲ-4 필리핀의 자동차 소비세(excise tax) 현황

판매가격(페소)
~600,000
600,000 ~
1,100,000
1,100,000 ~
2,100,000
2,100,000 ~

소비세율
2%
12,000페소 ＋ 600,000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12,000페소 ＋ 1,100,000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512,000페소 ＋ 2,100,000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60%

자료: FOUR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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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4) PhUV 프로그램의 당초 일정은 2006년 7~12월 미디어
발표를 통한 공지, 10월 제품 컨셉트 구축, 11월 제품 디자인 선
정, 2006년 12월~2007년 3월 PhUV 플롯타입(float type) 개발,15)
2007년 4월 제품투입 등이었다. 실제로 PhUV 프로그램은 다소
지연되어 2007년 6월에야 PhUV 플롯타입(float type)이 발표되었
고, 2008년 중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또 2008년 1월부터 전기지프니(e-Jeepney)의 개발·
제조에도 착수하였다. 이는 PhUV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높은 현
지조달비율을 달성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CBU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부품수출업체, 특히 일본계 OEM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부여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필리핀 정부는 수
출촉진프로그램에 부품업체의 수출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14) PhUV를 통해 생산되는 차는 가족구성을 고려한 10~12인승 규모의 큰 차체를
보유한 상용목적의 차로, 지프니나 AUV와 같은 다목적이며 가격은 35만 페소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필리핀의 일반 가정과 중간소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차로서 필리핀의 중고차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 차는 지프나
지프니를 대체하기보다는 신차시장과 현지생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5) PhUV 플롯타입(float type)은 중국 北汽福田제 엔진(2,156cc)에다가 현지 자동차
사(Star Motors)의 샤시부품, 그 외 업체의 차체프레스부품, 전장품 등 많은 필리
핀계 부품업체의 부품을 조립한, 현지부품조달율이 60~75%에 이르는 다목적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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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필리핀의 PhUV 프로젝트 참여기업 개요(2008년 현재)

PhUV 프로젝트 담당

회사명

생산품목

소재지

지프/자동차용
메탈 부품

Caloocan

닛산차 조립

Makati City

메탈부품, 화이버유리

MD Juan Enterprise

엔진, 트랜스미션,
프로펠라샤프트,
서스펜션시스템,
대쉬판넬, 스티어링
시스템

Star Motors
Manufacturing

Dreamco Automobile

北汽福田 상용차
조립

도장

Nippon Paint Inc.

도료

Cabuyao

샤시조립

Valerie Products

연료탱크, 프레스,
Ford 자동차 부품

Pasig City

스틸림

R.O.H Auto Products
Philippine Inc.

스틸림

Pinas City

알루미늄호일

Metro
Manila

Goodyear Philippine
Inc.

승용차 및 트럭용
타이어

Las Pinas
City

Glasteck, Inc.

자동차용강화유리

Binan

마그네슘 호일

Industries Inc.

Philippine Aluminum
Wheels, Inc. & ROTA
Wheels

타이어

창문유리, 도어유리,
AGC Automobile
앞/뒤 윈도우실드
Phils, Inc.
밧데리

라디에이터, 시트폼

자동차용유리,
안테나 증폭기,
유리제품 조립

Santa Rosa

Oriental & Motolite
(RAMCAR)

연산축전지

Quezon City

Poberts Auto &

라디에이터,

Industrial Parts Mfg,
Corp.

리프스프링,
프레스부품

자료: FOUR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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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 출범 후 역내 부품산업네트워크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품
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거
점화도 추진하고 있다.

나. FTA와 자동차산업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 필리핀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 회원국으로 있는 ASEAN은
2003년부터 AFTA를 출범시켰고 역외국인 중국 및 한국과도
FTA를 체결하여 발효시켰다. ASEAN은 또 ASEAN-일본 포괄적 경제
연대협정(AJCEP: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인도, 호주·뉴질랜드, EU 등과도 FTA 체
결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 필리핀은 양자간으로도 일본과 경제연
대협정(JPEPA: 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해 서명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다.
FTA 시대를 맞아 필리핀의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수입관세 인
하에 의한 수입차 판매 확대로 ASEAN 역내외 국가와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필리핀 자동차시장은 JPEPA에 의해
2013년부터 일본에 개방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한·ASEAN
FTA(KAFTA)와 중·ASEAN FTA(CAFTA)에 의해 한국과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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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필리핀의 FTA에 의한 자동차관련 제품의 수입관세제도

주: * 2008년 6월 현재 미발효. ** 고민감품목. *** 민감품목.
자료: FOURIN(2008).

도 2016년부터 개방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FTA에 의해 이미 ASEAN 역내에서는 자동차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외국
자동차업체가 필리핀에서의 생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이 경
우 필리핀계 자동차업체는 기술이전과 재료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도 있다. 특히 JPEPA가 발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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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ASEAN 역외국에 대한 필리핀의 자동차 수입관세율

수입형태
CBU

수입품목
승용차

HS 코드

MFN관세율(%)

8703. 10. 00~33

30

8702. 10. 20

15

상용차
버스

8702. 10. 20~30
트럭

CKD

15~20

8704. 21. 90

30

8704. 21. 19

30

8704. 31. 90

30

8704. 32. 19

30

8703. 90. 10

10

버스
트럭

8702. 90. 10

3

8704. 90. 10

3

오토바이

8711. 90. 10

승용차
상용차

엔진부품

3

엔진

8407

3~10

바디 스탬핑

8708. 29

3~10

트랜스미션

8708. 20

3~10

자료: Global Insight(2008).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
으로 보인다.
필리핀 정부는 NMVDP의 일환으로 최혜국대우(MFN) 관세
율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ASEAN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
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필리핀은 CBU는 15~30%, CKD는
3~10%, 엔진부품에 대해서도 3~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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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가. 자동차 생산 동향

필리핀에는 현재 일본계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14개의 승용
차 생산업체와 21개의 상용차 조립업체가 있다. 2007년을 기준
으로 전체 자동차(트라이시클을 포함한 삼륜차, 지프니, 이륜차
등은 제외)는 6만 8,100대가 생산되거나 조립되었다. 필리핀의
자동차 조립 및 생산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5년에 침체기
를 보였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GDP 성장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규모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산규모가 최대치였던 1996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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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이유로는 우선 중고차수입의 증가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는 필리핀 경제의 부진에 따라 자동차보다는 트라이시클이나 지
프니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더 주목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내 자동차 분업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전략상 필리핀이 완성차 생
산보다는 부품생산에 더 초점을 맞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그림 Ⅲ-4 필리핀의 GDP성장률과 자동차 생산·판매의 관계(1990~2007년)

자료: FOURIN과 Global Insight 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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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로는 2003년 이후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소형상용
차가 여전히 많이 생산되고 있다. 2003년 전체 자동차 생산 중
소형상용차는 71.2%에 달하였고 승용차는 26.7%에 불과하였으
나, 2007년에는 소형상용차가 51.7%로 낮아진 반면 승용차는
46.1%로 높아졌다. 버스나 트레일러 등의 대형차는 매년
1,400~2,000여 대가 생산되고 있다.
자동차 브랜드별 생산현황을 살펴보자. 기업별로는 Toyota가
필리핀 내 자동차 생산의 27.2%를 차지하여 1위 자리를 점유하

그림 Ⅲ-5 필리핀의 자동차 종류별 생산 및 신차판매 추이(2001~2007년)
(단위: 1,000대)

자료: Global Insigh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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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자동차 브랜드별 생산 현황(2006년과 2007년)
(단위: 천 대)

자료: Global Insigh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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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Honda가 16.8%로 2위, Mitsubishi가
14.5%로 3위, 미국의 Ford가 10.4%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에 비해 Toyota와 Nissan의 생산 비중이 높아졌으나
Honda, Ford, Isuzu, 마쓰다(Mazda) 등은 비중이 낮아졌다. 일찍부
터 필리핀에 진출했고 주변 동남아 주요국과 생산 및 분업네트
워크를 구축한 일본계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비중은 2006
년 88.6%와 2007년 86.2%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나. 자동차 판매 동향

자동차 판매 역시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크게 줄어들었으
나, 생산과는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특히 2007년에는 2006년부터 실시된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
의 영향이 더해져 전년대비 18.3%나 증가하여, 위기 후 처음으
로 10만 대를 넘어섰다. 최근 필리핀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
고 있는 요인으로는 먼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
고 현지 자동차 가격이 기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해외 필리핀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들의 본국 송금액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16)을 유지함에
따라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최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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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활용이 용이하고 판매사들의 판촉활동
도 활발해 자동차 구매가 과거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모델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
유가 되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역시 다목적용 승합차가 포함된 소형상용차가
전체 판매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이 비즈니스
와 가정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을 선호하는 것
이 그 배경이다. 다만 최근에는 승용차 판매 비중도 점차 높아
지고 있는데, 2003년에는 26.7%에 머물렀던 승용차 판매비중이
2007년에는 35.7%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소득 향상으
로 인한 고급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연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형엔진을 탑재한 승용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를 분석해보면, 동남아 내 생산네트워크
를 구축한 일본계 자동차사의 판매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의 판매 비중은 2006년 83.0%,
2007년 82.7%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6) 필리핀 해외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2007년에는 14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120억 달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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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 현황(2006년과 2007년)
(단위: 천 대)

자료: Global Insigh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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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최대 자동차생산업체인 Toyota는 전체 판매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Honda가 14.6%로 2위, Mitsubishi가 12.2%로 3
위, Isuzu가 8.3%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現代, Hyundai)
자동차의 판매도 크게 확대되어 2006년에는 시장점유율이 5.5%
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7%로 높아졌다. Nissan과 Ford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브랜드의 신뢰성과
가격경쟁력 때문에 Toyota 자동차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필리핀 자동차시장은 최상류 계층에서부터 하위 계층까지 다
양성을 지닌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양하다. 우선 자동차는 고가의 아이템으로 분
류되어 있어 고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층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50대 전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최고의 제품만을 요구하
며 차별화되고 편리한 기능에서부터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중저가 브랜드 소비자층은 자동차 구매시 가격, 품
질, 기능, 유지비, 심미성 등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 실용적인 접
근을 시도하고 있다. 컬러로는 신세대 계층이 비교적 밝은 색의
자동차를 선호하며 중장년 계층은 중후한 면의 어두운 색을 선
호하고 있다.
자동차 모델별로는 Toyota의 이노바(Innova)가 가장 많이 판매
되고 있다. Innova는 가족형 7인승 밴으로, 대가족 사회인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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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자동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내역(2006년과 2007년)

주: T(Toyota), H(Honda), I(Isuzu), M(Mitsubishi)를 의미.
자료: Global Insight(2008).

핀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는 소형승용차인 Toyota의 비오스(Vios)와 Honda의
씨빅(Civic)이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승합차 개념인 Toyota
의 포츄너(Fortuner)와 아반자(Avanza) 역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 외 Isuzu의 하이랜더(Highlander), Mitsubishi의 어드벤쳐
(Adventure), Honda의 CR-V, Mitsubishi의 L300, Honda의 뉴시티
(New City) 등의 순으로 많이 판매되는데, 상위 10개 모두 일본
계 자동차사가 생산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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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수출입 동향

필리핀의 자동차 수출은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생산·분업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계 자동차기업들이 태국이나 인도
네시아를 완성차 생산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규모도 2000년 이후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1억 달러대에 머물고 있고, 대수로는 1만 대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대부분이 소형자동차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Toyota의 Innova, Honda의 New City, 어코드(Accord), Civic, CR-V,
Mitsubishi의 L300 등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의
경우 자동차(HS 8703류) 수출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
국에 전체의 96%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Toyota의 동아시
아 생산거점이 있는 태국에 대한 수출은 필리핀 전체 자동차 수
출 중 77%를 차지할 정도이다.
필리핀의 완성차 수입은 2004년 이후 금액과 대수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수출의 7배 규모인데, 소
형자동차가 가장 많고 버스와 트럭도 상당히 수입되고 있다.
Toyota의 Vios, 코롤라(Corolla), 캠리(Camry), Honda의 재즈(Jazz)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06년 필리핀의 자동차(HS 870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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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필리핀의 종류별 완성차 수출입 추이(2001~2006년)
(단위: 천 달러, 대)

HS코드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출
금액

699.0

484.8

137.9

504.5

95.8

96.0

대수

43

0

8

0

0

0

8703 금액
자동차 대수

1,708.9

25,025.6 155,728.1 154,442.5 169,893.7

89,678.4

143

2,112

12,681

11,858

13,052

6,856

금액

121.2

4,206.2

6,478.3

6,399.6

2,803.9

2,138.2

대수

0

0

140

359

118

63

8705 금액
특수차 대수

465.7

174.1

3,460.4

3,802.3

307.1

1,426.6

0

0

0

0

0

0

29,890.6 165,804.7 165,148.9 173,100.5

93,339.2

8702
버스

8704
트럭

전체 금액

2,994.8

전체 대수

186

2,112

12,829

12,217

13,170

6,919

수 입
8702
버스

금액 300,290.0 358,902.3 305,011.5 109,406.0
대수

17,857

0

16,891

0

89,021.2 165,320.9
0

0

8703 금액 146,248.6 172,124.0 226,456.6 236,631.1 325,468.5 429,752.5
자동차 대수
10,685
13,023
17,843
13,641
19,262
26,758
8704
트럭

금액 114,942.2

76,720.0

74,805.7 117,327.0 124,988.3 110,552.1

대수

0

0

5,887

8,411

8,164

6,985

8705 금액
특수차 대수

7,280.1

6,905.2

11,799.9

7,615.2

5,579.7

6,390.3

0

0

0

0

0

0

전체 금액

568,760.8 614,651.5 618,073.8 470,979.4 545,057.7 712,015.8

전체 대수

28,542

13,023

40,621

22,052

27,426

33,743

자료: ComTrade.

수입은 태국(필리핀 전체 자동차 수입의 62%), 일본(15.7%), 인
도네시아(5.6%), 한국(5.3%) 등으로부터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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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인 Toyota의 완성차
생산거점인 태국 및 인도네시아와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완성차는 자동차(HS 8703류) 위주로 필리핀에 수
출되고 있다. 완성차는 필리핀에 대한 전체 완성차 및 자동차부
품 수출 중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표 Ⅲ-8 한국의 對필리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추이(2001~2006년)
(단위: 달러)

HS 코드
8702

버스

2001

2002

2003

2004

2005

24,380,167 27,884,060 10,913,570 11,137,703 5,756,396

2006
5,000,038

8703 자동차 34,544,851 35,477,950 29,943,807 51,305,114 56,086,393 77,860,750
8704

트럭

11,294,825 8,678,490 7,313,162 7,089,708 4,354,591 13,760,689

8705 특수차

843,427

69,349 5,438,037

8706

샤시

337,176

14,425

407,717 1,643,441

81,570

8707

차체

107,096

35,977

107

750

8708

115,055 1,177,012

3,883,706
141,995

부분품/
14,069,231 13,682,768 13,372,022 13,218,897 12,601,945 15,330,538
악세서리

8709 트랙터

148,928

88,012

248,653

4,347

32,612

62,936

8716 트레일러

79,723

26,767

267,740

270,789

172,412

279,136

합 계

85,805,424 85,957,798 67,904,708 84,785,161 80,263,681 116,319,788

자료: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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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필리핀의 자동차 수출입은 일본계 기업들의 역내
생산·분업 네트워크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라.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필리핀의 자동차부품산업은 1986년 도입된 자동차산업발전프
로그램(MVDP: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에 의해 육성
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MVDP는 현지조립 업체에 대하여 35∼
40%의 최저 국산화율 준수를 의무화한 것으로, 이 규제에 의해
1992년부터 1998년에 걸쳐 자동차 업체가 트랜스미션, 액셀, 엔
진조립 등의 부품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지 완성차 업체
와 ASEAN 국가의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2006년 말 현재 필리핀에는 약 250개사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있는데, 이중 1차 부품업체가 100개사, 2차와 3차 부품업체가
150개사이다. 2차와 3차 부품업체에는 관련기초산업, 프레스 가
공, 주조와 단조 부품가공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MVPMAP에는
현재 150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필리핀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와이어하네스(wire harness), 밧데
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트랜스미션은 Toy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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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 Mitsubishi 등 일본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수출하
고 있다. 그 외 컴비네이션미터, 와이어하네스용 커넥터, 타이어,
센서 등도 수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해외부품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여 수출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고, 필리핀 기업 단독으로도 고무형성부품, 플라스틱
형성부품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해 수출도 하고 있다.
필리핀은 완성차와는 달리 자동차부품을 비교적 많이 수출하
고 있다. 2001년 이후 부품수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그 규모가 14억 달러에 달했다. 부분품 및 악세사리
가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동트랜스미션(MT), 트랜스
미션, 등속조인트, 차체프레스부품, 미터기, 스위치, 클러치케이
스, 엔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Toyota, Honda, Mitsubishi
등에 의해 주로 일본, 독일, 태국, 미국 등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
다. 필리핀 내 완성차 업체가 진출한 국가로 많이 수출되고 있
는데, 부분품 및 악세사리(HS 8708류)의 경우 24.9%가 일본,
24.6%가 독일, 20.6%가 태국, 10%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반면 수입은 4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일본, 태국,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부분품 및 악세사리와 차체,
샤시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부분품 및 악세사리(HS 8708류)
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전체의 65%를 수입하고 있고, 그 외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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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국 5.3%, 미국 5.1% 등으로부터도 수입하고 있다. 필리
핀의 자동차부품 수출입 역시 일본계 기업들의 역내 생산·분업
네트워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9 필리핀의 품목별 자동차부품 수출입 추이(2001~2006년)
(단위: 1,000달러)

샤시

HS
코드
8706

차체

8707

품목명

2001년

37.6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3.0

62.8

14.4

1.6

1.8

11.6

35.2

120.9

173.2

121.8

부분품/
8708 625,054.1 754,809.9 932,274.0 1,172,333.1 1,355,130.6 1,400,325.0
악세서리
트랙터

8709

트레일러 8716
합 계

276.2

7,024.5

766.2

1,916.7

970.6

1,378.0

5,017.1

8,189.6

4,253.9

13,876.7

5,752.5

6,660.6

630,385.0 770,098.7 937,392.1 1,188,261.8 1,362,028.5 1,408,487.1

수 입
샤시

8706

6,417.3

6,408.2

7,013.8

8,330.5

6,566.0

6,112.7

차체

8707

6,092.9

6,442.8

6,810.0

6,503.7

10,518.6

8,715.3

부분품/
8708 260,824.0 307,199.6 409,657.4
악세서리

388,877.4

415,065.7

353,527.1

3,997.0

4,502.8

4,674.5

33.8

38.7

트랙터
8709
전차와
8710
장갑차
트레일러 8716
합 계

4,372.0

3,637.3

5.1

50.1

5,878.8

6,647.0

3,219.6

6,382.6

4,056.9

3,886.7

4,154.3

283,590.1 330,385.0 433,083.3

411,765.5

440,573.6

377,222.5

자료: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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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 현황과 일본의 동남아
자동차 분업체계

가. 외국인투자 현황

2008년 현재 필리핀에 투자해 실제 생산(조립 포함)하고 있는
외국 완성차 업체는 13개이다. 일본계 업체들로는 Toyota, Hino,
Honda, Nissan, 닛산디젤(Nissan Diesel), 스즈끼(Suzuki), Isuzu,
Mitsubishi,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Fuso)과 Ford 계열의 마쓰
다(Mazda) 자동차가 있고 벤츠(Mercedes-Benz), 볼보(Volvo) 등도
진출해 있다. Mitsubishi 자동차가 1964년부터 생산한 가운데 대
부분의 자동차사들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전부터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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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필리핀 생산거점 현황(2008년 6월)

자동차
그룹명

현지법인명

도요타

Toyota Motor
Philippines Corp.

히노

Philippines Hino Inc.

혼다

닛산

최대
지분

생산
개시

도요타
34%

1989

Vios, Innova

히노 15%

1975

중대형 트럭, 버스

3.8

Honda Cars
Philippines Inc.

혼다
74.2%

1992

Civic 4 door, City,
CR-V

50

Nissan Motor
Philippines Inc.

닛산
13.45%

1983

X-Trail, Teana,
Sentra, New Sentra,
Verita

36

위탁

1972

Frontier, Patrol,
Urban

12

Universial Motors
Corp.
닛산디젤 Columbian Motors
스즈끼

Philipinal Hino

이스즈

Isuzu Philippines
Corp.

미쓰비시

Mitsubishi Motors
미쓰비시 Philippines Corp.
중공업
Ford/
마쓰다

Ford Motor Company
Philippines Inc.

니치멘
35.6%
위탁

1980

이스즈
35%

(1995)

미쓰비시
51%

1964

MAN

Scandinavian Motors
Automotine
Concessionaires

0.2

Vitara, Jimmy

2.4

Highlander,
중형상용차

15

Delica, Adventure

20

위탁

(1987) 중소형트럭, 소형버스

Ford
100%

(1999)

현지
100%

Focus, Escape,
Tribute, Mazda3

50

E-class, Vito, 트럭

2.7

(1981)

현지 100% 1989

생산능력
(천 대)
30
2012년 50

(1981) 중대형상용차

벤 츠
볼 보

주요 생산모델

1.0
중대형상용차

0.1

주: ( )는 설립연도.
자료: FOUR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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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필리핀의 자동차 생산 및 조립공장 현황(2008년 6월 현재)

위 치
마닐라

제조업체
BMW, 이스즈, 기아, Mercedes-Benz

Santa Rosa

포드, 혼다, 마쓰다, 닛산, 닛산디젤, 스즈끼, 도요타, 히노

Cainta

미쓰비시, 미쓰비시(중), GM대우

Bicutan

도요타

세부(Cebu)

혼다

기타

FOTON, Yuejin

자료: Global Insight(2008)를 토대로 필자 작성.

지역별로는 거의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마닐라에 위치하
고 있는데, 주로 산타로사(Santa Rosa), 카인타(Cainta), 비쿠탄
(Bicutan)에 진출해 있다. 반면 Honda는 세부(Cebu) 지역에 진출
해 있다.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일본계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Toyota, Honda, Mitsubishi, Isuzu, Nissan 등의 완성차 업체들도
엔진, MT, 등속조인트, 트랜스미션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은 동아시아 생산분업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중 하나인 덴소(Denso)를 비롯
한 일본의 3개 업체는 필리핀에 R&D 센터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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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필리핀에서 활동중인 주요 자동차부품사 현황(2008년)

계열 자동차사

현지회사명

주요 생산 부품/활동

Toyota Motor Philippines Corp.

엔진

도요타
Toyota Autoparts Philippines Inc. MT, 등속조인트
Honda Parts Manufacturing Corp. MT, 보수용 프레스제품
혼 다

Honda Engine Manufacturing
Philippines Inc.

엔진

Asian Transmission Corp.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기어,
액셀, 엔진

Isuzu Philippines Corp.

디젤엔진

이스즈

Isuzu Autoparts Manufacturing
Corp.

MT

닛 산

Nissan Motor Philippines Inc.

엔진, 엔진부품, 범퍼, 차체프
레스부품

미쓰비시

덴소(Denso) Denso Techno Philippines Inc.
마카베아루미

Creative
Corp.

Diecast

Philippines

생산 및 소프트웨어 설계·개
발
자동차용 알루미늄부품

스미토모電裝

생산(4개 지역) 및 R&D

미츠바

생산(4개 지역) 및 R&D

Ford

Ford Motor Company Philippines
엔진
Inc.

기타 부품사

케힌, 光生알루미늄공업, 선딩, 東海理化, 도요타방직, 日信공업, 밴
드화학, 미쓰비시전기, 다카니치, Lear, Visteon 등

자료: FOURIN(2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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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동남아 자동차 생산네트워크와 필리핀 자동차
산업

자동차산업은 연관 산업이 매우 넓은 관계로 동남아 주요국은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수량제한이나 높은 관세부과에 의해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된 ASEAN 산업
협력계획(AICO)이나 A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역내 생
산분업체제의 재편에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AICO 활
용을 통해 일본계 진출업체는 동남아 역내 부품상호보완체제를
구축하였고 일부는 완성차의 상호보완체제도 구축하고 있다.17)

1) ASEAN 산업협력계획(AICO)과 역내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AICO는 역내의 산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ASEAN 공업합작
(AIJV) 계획과 ASEAN 자동차부품상호보완(BBC) 계획을 대체한
것이다. AICO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산
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역내교역을 증대시
키고, 역내 투자의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ASEAN
역내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17) 배희연·정재완·복덕규(2006), pp.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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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가 전 제품에 대해서 포괄적 무역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면
AICO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역내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주는 인
센티브라고 할 수 있고,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비율이 30% 이상
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AICO는 현지투자와 역내 무역
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CEPT를 보완하여 일본
기업들의 ASEAN 역내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가 되었다.

표 Ⅲ-13 ASEAN의 역내 산업협력프로그램 비교분석

프로그램명
수입관세
특혜 국산화율

BBC

AI CO

기 존수 입 관세 의
50% 감면

0~5%

CEPT
2003년 이후 0~5%

수입국에서 국산 수입국에서 국산품 각국의 국산화 의무
품목으로 취급
목으로 취급
제도 폐지

비관세장벽

없음

있음

비관세특혜제도 철폐

ASEAN역내
원산지비율

50%

40%

40%

현지자본 참가

조건 없음

현지자본이 30% 이
상 출자된 기업

조건 없음

조건

대상분야

시작연도

전체 제조업 대상
자동차업체(브랜
전제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산업은 완성
드 보유)에 의한
은 1993년 AFTA 발
차, 부품, 반제품,
부품상호공급
효시 제외)
재료 등 모두)
1988~96년

1996~2003년

1993~2003 순차실시

자료: 배희연·정재완·복덕규(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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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O의 최대 강점은 완성품에서 부품, 반제품, 재료분야에 걸
쳐 폭넓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적용업무도 기술지원, 기술훈련,
라이센스 협력, 집중구매, 경영협력, 판매·마케팅협력까지 광범
위하다는 것이다. 또 BBC 규약이 자동차 업체에 한정 적용된 데
비해 AICO 규약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BBC 규약이 양국간의
무역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인가되는 데 비해 AICO 규약은 무역
수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005년 4월 현재 129개의 프로젝트가 AICO에 의한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중 자동차 관련 분야는 116건(이중인가 1
건 포함)이다.18) AICO 적용을 받은 완성차 업체는 Toyota(42건),
Honda(30건), Nissan(7건), Mitsubishi, Isuzu 등 일본 업체들이 대
부분인데, 이와 같이 일본 업체들은 동남아 내 산업협력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SEAN 역내 분업생산 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일본의 현지진출기업들은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수평분업에 의한 부품생산과 조달에 AICO를 적극 활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별 AICO 승인현황을 거점간·기업별로 살펴보
면, 말레이시아를 상대국으로 하는 경우가 58건(말레이시아-태
18) 자동차는 완성차 2건, CKD 98건, 자동차부품 16건 등이며, 그 외로는 전기전자
7건, 기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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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13건, 말레이시아-필리핀 15건)
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은 태국을 상대편
으로 하는 경우가 54건(태국-인도네시아 16건, 태국-필리핀 18
건, 태국-말레이시아 20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7건(인도네시아-태국 16건, 인도네시아-필리핀 8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3건)으로 41%, 필리핀이 36건(필리핀-태국 18건,
필리핀-인도네시아 8건, 필리핀-말레이시아 15건)으로 40%를 차
지하고 있다.
투자유인장치로서 AICO의 보완적 기능은 CEPT에 의한 관세
인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4 AICO의 완성차업체별 인가 현황(2005년 4월 현재)

도요타 혼다 닛산 볼보 포드
태국-인도네시아

4

9

2

태국-필리핀

5

7

2

태국-말레이시아

7

7

2

인도네시아-필리핀

3

4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

7

필리핀-말레이시아

6

8

1

30

42

7

합 계

2

미쓰 이스 다이
합계
비시 즈 하쓰

1

1

16

1

18

4

20
1

8
1

13
15

4

2

2

2

1

90

주: 기타 업체 중 태국-필리핀 1건, 태국-말레이시아 7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1건
이 더 있음.
자료: www.aseansec.org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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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AICO에 의해 국경 없는 동남아 시장
이 창출되고 보호장벽의 역할을 했던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많
은 자동차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
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 정부는 ASEAN 통일시장을 겨냥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완성차·부품
업체들도 상호보완이나 집중생산에 의해 사업효율을 향상시키
고 현지조달을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 AFTA 출범과 역내 자동차산업
2003년부터 AFTA가 발효되어 기존 6개 회원국19)은 대부분의
역내 관세율이 5% 이하로 낮아졌으며, 신규가입국20) 역시 순차
적으로 역내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게다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6개국은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가입국은 2015년까지 역내관세
를 원칙적으로 철폐키로 하였다.21) 특히 자동차 부분은 회원국
대부분이 자국 산업 보호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민감품목으로

19)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를 말한다.
20) 베트남을 비롯하여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의미한다.
21) ASEAN은 2004년 11월 제10회 정상회담을 통해 2007년부터 11개 품목의 완전
자유화에 합의한 바 있다. 11개 우선 관세철폐 대상 품목은 농산물, 자동차, 수
산물, 항공, e-ASEAN, 전자, 보건, 고무제품, 섬유 및 의류, 관광, 목재 등이며,
이중 항공과 관광은 2010년에 자유화될 예정이다. 베트남 등 4개 후발가입국은
2012년까지 이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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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으나, 2002년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역내 개방이 추
진되었으며, 기존 회원국 중 가장 늦은 말레이시아도 2008년 개
방할 예정이다.
일본계 진출기업들은 AFTA 실현을 시장확대뿐만 아니라 역
내 상호보완체제 구축을 통한 경비절감의 기회로 보고 생산증강,
생산집약, 역내수출 확대, 현지기업과의 제휴 강화, 본부기능강화
등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요타는(IMV: Innovative
Int'l Multipurpose Vehicle) 생산시 완성차는 태국에서 만들지만,
가솔린엔진은 인도네시아로부터, 트랜스미션은 필리핀으로부터,
전자부품이나 엔진제어부품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동남아의 자동차산업은 태국의 생산거점을 축으
로 역내의 공급, 조달, 생산, 판매, 물류 등의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금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계 진출기업의 경우 역내 구축한 분업체계를 통해 CEPT 특혜를
누릴 수 있으며, 특히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AJCEP뿐만 아니라 양자간 EPA도 체
결함으로써 현지국가들이 주력하고 있는 소형차를 제외한 분야에
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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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도요타의 자동차 및 부품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사례

자료: FOURIN(2008).
그림 Ⅲ-10 혼다의 자동차 부품 동남아 생산네트워크 사례

자료: FOUR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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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전망

가. 필리핀 자동차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SWOT 분석

지프니나 트라이시클을 제외하면 자체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필리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더군다나 전체 보유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은 중고차량의 엔진과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데다
가 수출 실적이 거의 없어 경쟁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계 완성차업체들이 동아시아 분업생산네트워크 속에
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차량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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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자동차부품산업 중에서는 기계가공분야가 경쟁력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Honda, Mitsubishi, Toyota 등
일본계 자동차사가 트랜스미션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현
지의 다양한 기계가공부품 업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필리핀에서는 트랜스미션 생산과 관련한 단조부품이나 금속
가공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들도 많이 육성되어 왔다. 필리핀
은 와이어하네스나 부품의 표면처리가공 등 노동집약형 산업분
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금형이나 치공구 제작과 같은 노
동집약형으로 양산할 수 없는 분야, 즉 금형으로 주조하는 프레
스 부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필리핀 자동차산업을 분석해 보면, 필리
핀 자동차산업은 전반적으로 AFTA와 일본계 자동차사의 동남
아내 분업생산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운데 최근 개방
확대, 프리미엄 시장 성장, 내수시장 협소 등의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

나. 자동차산업의 비전과 중장기 전망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비전으로 2010년 국내판
매 20만 대와 수출 5만 대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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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필리핀 자동차산업에 대한 SWOT 분석

☞ 미국과 일본의 메이저자동차사 기진출
☞ ASEAN 회원국임에 따른 정책예견 가능
☞ 상용차 부문에 대한 새로운 세제 미도입

☞ 2005년 9월 SUV 수출 프로그램
에서 CBUs를 수출하는 Ford와
미쓰비시의 철수 이후 수출부문
성장 부진

S(강점요인) W(약점요인)
O(기회요인)
☞ 일본과의 FTA로 일본 자동차시장 개
방 확대
☞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으로 Porsche,
Lexus 등의 고급브랜드 진출
☞ Geely와 같은 중국 자동차사의 진출
로 시장의 다양성 확보와 고객의 저
가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 용이

T(위협요인)
☞ 다른 ASEAN 국가, 특히 지역허
브를 지향하는 국가에 비해 작은
내수시장
☞ 수입관세 축소에 따라 Toyota가
현지생산체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고, 현지생산 이점 감소

자료: BMI.

반해 급격한 자동차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lobal Insight(2008)에 따르면, 2010년까지는 신차 수요와 국내
생산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2011년 이후부터는 그 증
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도 인구 1,000명 당
승용차 보유대수는 10.4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필리핀의 자동차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계 및 미
국계 자동차사에 의해 주도되고 또 소형승용차로 집중되는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자체 자동차 생산업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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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필리핀의 자동차산업 전망(2008~2018년)
(단위: 천 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8

84.5

85.9

87.3

88.7

90.0

91.4

98.2

1,877

2,120

2,303

2,460

2,591

2,753

3,827

10.0

10.2

10.4

10.6

10.9

11.2

13.2

846
48.7
23.5
32.7
7.5

872
55.6
28.5
36.3
9.1

904
64.1
33.4
41.1
10.4

939
70.1
37.5
44.9
12.3

977
76.6
40.7
47.5
11.6

1,020
82.5
42.3
51.8
11.6

1,300
113.1
58.6
70.0
15.4

2,159
81.3
45.4
38.3

2,235
92.3
50.1
46.0

2,313
102.3
59.0
49.5

2,387
112.8
65.3
54.2

2,460
119.7
69.8
57.0

2,528
126.7
74.2
60.0

2,919
162.9
97.9
75.3

2.4

3.9

6.2

6.7

7.1

7.5

10.3

대형차(>6t gvw)
신차수요

270
1.5

271
1.6

273
1.8

275
1.9

277
2.1

279
2.3

293
3.0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0.0
1.6
0.01

0.0
1.7
0.01

0.0
1.8
0.01

0.0
1.9
0.01

0.0
2.1
0.01

0.0
2.3
0.01

0.0
3.0
0.02

3,275
131.6
69.0

3,379
149.5
78.6

3,491
168.2
92.4

3,601
184.9
102.8

3,714
198.4
110.5

3,827
211.4
116.5

4,511
279.0
156.5

72.5
10.0

84.0
13.0

92.3
16.6

101.0
18.9

106.6
18.7

114.1
19.2

148.2
25.7

인구(백만 명)
1인당 GDP(달러)
승용차보유/1,000명
1)

승용차
신차수요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소형상용차(4×4포함)1)
신차수요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1)

차량 전체1)
신차수요
수입
국내생산/조립
수출/재고

주: 1) 누계 기준.
자료: Global Insigh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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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ASEAN 내 분업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사가 소형승용차 분야로 필리핀 시장을 특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부가가치 모델의 생산체계 구축
여부가 필리핀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상용차는 태국에서 이미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으
나 이익이 많지 않으며, 대형고급차는 이익이 많지만 필리핀의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리핀은 소형이지만 부가가
치가 높은 틈새(niche) 모델로 생산 및 수출거점화로 육성될 가
능성이 높다.
필리핀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향후 MT와 노동집약형 부품의
생산 및 수출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CEPT 시행 이후
ASEAN 역내로부터의 완성차 수입관세가 30%에서 5%로 인하
됨에 따라 일본계 자동차업체들이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생산거점을 이관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더욱 확대하여 필리
핀으로 완성차를 수입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
면 필리핀은 노동집약형 부품산업에 강점이 있음에 따라 트랜스
미션이나 와이어하네스 같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동남
아내 생산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ASEAN 전체 자동차산업은 10년 후 약 300만 대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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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다 합해 최대 50만 대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리핀은 규모를 갖추고 여타 ASEAN 국가
에는 없는 특징적인 소형차, 부가가치가 높은 소형차, 특징있는
부품분야 등의 생산을 확대하거나 육성해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자동차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차 신차 수요에
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차량 수입 및 차량 밀수의
근절과 함께 지프니의 대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2007년 현재 필
리핀 내륙수송청(LTO)에 신규로 등록한 차량(트라이시클 등 3륜
차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중고수입 및 밀수 차량과 지프니
가 6만 4,000여 대로 필리핀 전체 신차판매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22) 즉, 이들만 방지한다면 필리핀의 신차판매시장은 18만
22) 중고수입 및 밀수 차량과 지프니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은 필리핀에서는 모
든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LTO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LTO
에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대수와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판매량의 차이를 비교하
면 필리핀 내 중고차량 수입과 차량밀수의 규모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조립되
지만 상용차 판매에 나타나지 않는 지프니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2007년 LTO에 신규 등록된 차량(트라이시클을 포함한 삼륜차 제외,
859,538-671,588=187,950)에서 기업들의 총 신차판매량(118,200)을 빼고 난 후,
다시 정부 차량, 외교관 차량, 국제기구용 면세차량 반입분 등을 제외(전체 제
외차량 중 삼륜차 공제, 25,470-19,892=5,578)하면, 필리핀의 수입 중고차량, 밀
수 차량과 현지 제조된 지프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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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 정부가 최근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고차량 수입금지23)와 함께 차량밀수 방지
및 지프니 대체차량 개발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hUV의 성공여부도
필리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
다. PhUV의 성공을 좌우할 관건으로는 ① 필리핀 자동차조립업
체에 의한 PhUV조립, 마켓팅, 판매, A/S, 제품보증, 보수부품제
공 등의 필요, ② MVPMAP 회원인 필리핀기업에 의한 보다 저
렴한 조립용 부품 제공, ③ 35~40만 페소(수빅만으로부터 수입
되는 중고차 소매가격에 상당)의 가격대 유지, ④ PhUV의 양상
체제 실현과 조립업체 및 부품업체 단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
모의 경제 실현, ⑤ 낮은 비용의 소매판매금융 제공, ⑥ 판매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⑦ 자동차 조립업자, 부품업자, 소비자의
자동차구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⑧ 필리핀
제품 마켓팅 프로그램의 성공 등을 들 수 있다.24)

23) 필리핀에서의 중고차 수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주로 일본으
로부터 연간 3~5만 대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 FOURIN(2008),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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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연료산업 개요

필

리핀은 석유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
가로,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외화유출과 환경문제 해

소,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최근 바이오연료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에 필리
핀 국영 에너지회사인 PNOC(Philippine National Power Corporation)
가 부도 처리되면서 부족한 전력공급에 따른 전기료 급등으로 에너
지 위기를 겪게 되자, 전력부문뿐 아니라 석유, 가스 등과 더불
어 바이오연료의 개발을 통한 에너지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
하였다.
이에 정부는 필리핀 에너지계획(Philippine Energy Plan)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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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에너지자급률 60%를 목표로 천연가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
올, 연료전지, 수소 등 전반적인 에너지원들에 대한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은 필리핀의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라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마련
되었고 2007년부터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도 가시화되었다. 이
는 필리핀이 바이오연료의 원료가 되는 코코넛, 자트로파, 사탕
수수 등의 생산량이 풍부하고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향후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의 생산조건이 매우 우수한
곳이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체계는 ｢바이오연
료법 2006(Biofuel Act 2006)｣이 2007년 1월 아로요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 발효되면서 정립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
초의 바이오연료 관련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연료법은
현지 바이오연료 개발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바이오연료 사
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바이오연료 생산기업에 대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바이오연료 개발에 강
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07년 기준 필리핀의 바이오연료 생산현황을 보면, 바이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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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의 경우 Chemrez사 등 9개사에서 연간 1.4억 리터를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현지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브라
질 등 해외에서의 수입을 통해 시장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2008
년 5월 현재 바이오에탄올 생산준비가 완료되어 시험가동을 하
고 있는 두 곳의 공장이 있어 2008년 하반기부터는 생산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연료의 수요는 바이오법안의 효력이 본격화되는 2009
년부터 급증할 전망이다. 필리핀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09~2010년경까지 바이오디젤은 1.7억 리터, 바이오에탄올은
2.6억 리터의 시장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및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추진되고 있
는 바이오연료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2010년경에는 필리
핀의 바이오연료 생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쌀값 등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서 바이오연료 생산확대가 식량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
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의 가
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 등 바이오연료 개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어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박해짐에 따라 필리핀의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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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연료 관련 법규

필리핀의 바이오연료 관련 법규는 2007년 1월 12일 아로요 대
통령의 승인에 의해 발효된 ｢바이오연료법 2006(Biofuel Act 2006)｣
에 근간을 두고 있다. 바이오연료법은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규제
와 바이오연료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바이오연료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규제
바이오연료법은 필리핀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민경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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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시골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바이오연료 개발사업 확
대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 규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시장을 형
성시키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산업참여를 유도하여 산업성장을
추진코자하는 정책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절과 같다.

2) 바이오연료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리핀 정부는 국내 바이오연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
수시장 형성 정책과 더불어 바이오연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
센티브를 <표 Ⅳ-1>과 같이 부여하여 기업들의 산업참여를 유
도하고 있다.

표 Ⅳ-1 필리핀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내용

구 분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의무화 내용

발효시기

디젤연료의 최소 1%를 바이오디젤로 대체

2007년 5월 6일

디젤연료는 최소 2%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사용

2009년 2월

가솔린연료의 최소 5%를 바이오에탄올로 대체

2009년 2월

가솔린연료는 최소 10%의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하여 사용

2011년 2월

자료: 필리핀 바이오연료법 2006(Biofuel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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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1 필리핀 바이오연료산업 관련 인센티브

ㅇ 현지생산 또는 수입된 바이오연료에 대한 목적세 면제(단, 현지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ㅇ coconut, jatropha, sugarcane, cassava, corn 등 바이오연료 생산에 활용
되는 원자재 판매시 부가세 면제
ㅇ 바이오연료 생산 시 발생되는 배출물을 폐수로 분류하지 않고 이에 대한 폐
수세 면제(단, 환경부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ㅇ 바이오연료 생산과 관계된 모든 산업에 대해 현지 공공금융기관으로 부터 금
융지원 수혜 등(단,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일 경우)
자료: 필리핀 바이오연료법 2006(Biofuel Act 2006).

3) 외국인투자 관련
필리핀 정부는 바이오연료 개발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분야를 2005년 투자우선계획(IPP/Investment
Priorities Plan 2005)에 반영하여 외국인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한도를 40%까지로 규제하고 있어 경영권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적극적인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바이오연료 프로그램 추진 구조

필리핀은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자
재 개발생산 및 연구개발, 산업발전, 정책 및 규제 등 3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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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표 Ⅳ-2 바이오연료 개발 프로그램 추진 구조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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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연료산업 현황

가. 에너지공급 구조

필리핀 에너지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필리핀 전체의 에너지
공급은 연간 약 2.8억 배럴(전체에너지를 배럴로 환산)이며 이
중 석유가 39.1%, 지열 21.1%, 바이오매스 16.8%, 석탄 13.1%,
수력 5.1%, 천연가스 4.0%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까
지 바이오연료, 태양열 등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의 경우 94%를 수입에 의
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력·풍력 등은 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필리핀의 여건상 개발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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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필리핀의 에너지공급 구조

바이오연료, 0.56%
석유, 39.11%
천연가스, 4.02%

바이오매스,
16.83%

석탄,
13.11%

지열, 21.13%

태양,풍력,소수력,
0.16%
수력, 5.07%

석유

천연가스

석탄

지열발전

수력발전

태양,풍력,소수력

바이오매스

CM E & Ethanol

자료: Philippine Energy Plan 2006(필리핀 에너지부).

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비교적 투자규모가 작고 현지의 풍부
한 원자재를 이용해 민간부문의 투자 유도가 용이한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나. 바이오연료 생산 현황 및 계획

필리핀의 바이오연료산업은 관련 법안이 정립된 200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현재 바이오디젤을 중심으
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2007년 기준으로 연

Ⅳ. 바이오연료산업｜91

간 1.4억 리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은 2008년 5월
현재 2개의 생산 공장 설립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시험 운행 중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연료 개발이 식량생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우려와 국내생산 바이오연료의 가격이 수입산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2007년에 계획된 일부 투자 프로젝트
들의 투자 지연 또는 중지 등의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바이오연료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일부 투자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언론
에 홍보되고 있으며, 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바이오연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바이오에탄올
2007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바이오연료 개발 프로젝트는 바이
오에탄올 부문에서 7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
가 완료되는 2010년에는 연간 2.6억 리터의 생산설비를 갖출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생산량은 2015년 정부의 예상수요
인 7.2억 리터의 36.6% 수준으로 향후 발생되는 바이오에탄올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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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25개 이상의 생산 공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7.2억
USD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Ⅳ-3 필리핀 바이오에탄올 생산프로젝트
(단위: 백만 리터)

프로젝트

지 역

생산량

San Carlos Bioenergy

Visaya

30

Tamlang Valley Ethanol

Visaya

60

First Pampanga Biofuels

Luzon

60

Mindanao

30

JG Summit Holdings Inc.

Visaya

30

Canlaon Alcogreen Inc. Energy

Visaya

18

Negros Green Resources Inc

Visaya

36

Southern Bukidnon Bioenergy

합 계

264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표 Ⅳ-4 필리핀 바이오에탄올 수요전망 및 생산조건
(단위: 백만 리터)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바이오에탄올
수요
(백만 리터)

2008~2009년

5%

2010년

10%

2015년

10%

시 기

필요한
공장 수

투자소요액
(백만 USD)

268

9

260

565

9(추가)

260

721

7(추가)

200

주: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은 가솔린에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하는 비율을 말하며, 필
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혼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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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탄올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확충과 더불어
원료생산량 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재로
활용 가능한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등의 생산농장 개발이 필
요하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시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작물은
사탕수수로 알려져 있는데, 안정적인 사탕수수 공급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생산면적이 135,000ha, 2015년까지 171,000ha가 필
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옥수수, 카사바 등 기타 바이
오에탄올 원료로 활용 가능한 작물의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
<표 Ⅳ-5>는 현재 가능한 전체 생산량으로 설탕, 음료, 각종
식품류 생산에 필요한 작물을 제외할 경우, 바이오에탄올 생산
을 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적인 생산농장 개발이 필요하다. 사탕수수의 경우, 2015년 바이

표 Ⅳ-5 바이오에탄올 연간 원료작물 생산면적 및 에탄올 생산가능량
(단위: Hectar, MT, MLiter)

생산면적

생산가능 규모

바이오에탄올
생산가능량

389,421

23,981

1,636

2,442,000

5,254

2,102

Cassava

205,755

1,641

295

Sweet Sorghum

조사 중

-

-

작물 종류
Sugarcane
Corn

주: 2007년 자료기준임.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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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탄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탕수수 잉여량을 감
안하더라도 현재 재배면적의 약 30% 내외의 추가적인 생산농장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은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수요 규모인 4천만 리터
를 초과 생산하고 있으며, 잉여분은 수출하고 있다. 필리핀 에너
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 말 기준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을 공인받은 기업은 Chemrez Inc.를 포함하여 5개사로, 설비투자
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총 생산량이 연간 2.1억 리터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2008년까지는 국내생산량이 수요를 충당할 수

표 Ⅳ-6 필리핀 바이오디젤 생산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 리터)

프로젝트

생산량

비 고

75

생산중

Senbel Fine Chemicals Inc.

72

생산중

Romtron Philippines

0.3

Chemrez Inc.

Mt. Holly Coco

4

Pure Essence

60
합

계

211.3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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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필리핀 바이오디젤 수요전망 및 생산조건

시 기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바이오에탄올
수요(백만 리터)

추가 필요
공장 수

2008년

2%

85

없음

2010년

5%

229

2

2015년

5%

277

2

주: 디젤에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하는 비율을 말하며,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혼
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있지만 2010년부터는 시장성장에 따라 현재의 생산량으로는 수
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설
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생산설비 확충과
더불어 원자료의 확보를 위해 주요 원료인 코토넷, 자트로파 등
의 생산농장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은 정부의 규제 혼합비율이 낮고 현지생산도 바이오에탄올에 비
해 많은 편으로, 향후 투자규모는 바이오에탄올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을 전망이다.

다. 시장 상황

바이오디젤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리터를 생산하여
약 20%는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수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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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현지 생산이 없
고 정부에서 정유사에 한해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정유사들이
브라질 등 해외에서 수입한 에탄올 원액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바이오연료 제품으
로는 BioActive(Chemrez社), Envirotek(Flying-V社), Estrol(Senbel Fine
Chemicals Co. Inc.), E10 시리즈(Seaoil Philippines), Shell Super
Unleaded E10(Shell)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초기 시장형성 단계
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바이오연료 혼
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이후로는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현지생산 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어 경쟁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라. 바이오연료산업의 경제 기여도

필리핀은 바이오연료산업을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민경
제, 특히 소득이 낮은 농촌경제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서는 원재료인
사탕수수, 코코넛, 자트로파 등의 생산확대가 불가피하고, 원재
료의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농장의 생산성 증대와 추가적인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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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장개발과 함께 바이오연료
생산공장 설립을 통한 고용창출, 창고건설, 기타 운송서비스 분
야 등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까지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투자
는 총 8억 USD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7개 이상의 생산공
장 설립, 20만 ha 이상의 원자재 생산농장 개발 등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전망이다. 또
한 국내 바이오연료 활용을 통해 기존에 원유 수입에 소요되었
던 외환액을 2010년 5억 USD, 2015년에는 6.5억 USD까지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에

표 Ⅳ-8 필리핀 바이오연료의 수입대체량 및 외환절감액

구 분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연 도

원유수입
대체량(백만 리터)

외환절약액
(백만 USD)

2008

255

184

2010

565

406

2015

721

519

2007

78

50

2010

173

110

2015

209

133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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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실
험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연료를 1~2%만 사용하더라도 매연 등
공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
연료산업발전을 통해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을 줄여 국민건강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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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연료 개발프로젝트 추진 현황

가. 주요 개발프로젝트 추진 현황

2007년 9월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의 주요 바이오연료 개발프
로젝트는 19개이며, 바이오에탄올 프로젝트가 9개, 바이오디젤
은 10개로 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
펴보면 원자재 작물재배가 용이한 필리핀 남단의 민다나오 섬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국토전체에서 바이오연료 개
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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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바이오연료 개발프로젝트 추진 현황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200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통계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프로젝트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언
론보도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바이오연료 원료생산 및 생산설
비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현재 개발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20여 개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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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이오연료 개발 프로젝트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나. 외국계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필리핀은 우선투자계획(IPP/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바이오
연료산업을 반영하여 외국인이 지분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
록 문호를 개방했으나, 소유 및 경영권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까지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8
년 현재 국내에서 생산 중인 바이오연료 기업은 9개사인데, 이
중 외국계 기업은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외국계기업들의 진출
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보
도자료를 통해서만 외국계의 진출 현황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
다. 외국계 기업의 필리핀 바이오연료사업 진출에 대한 주요 보
도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외국계 기업들은 코코넛, 자트로파 등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
요한 원자재 생산분야에 진출하여 생산물을 해외로 수출 또는
자국으로 가져가는 진출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필리핀법상 수출목적의 진출시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없어
경영권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일부는 외국기업이 필리핀
에 진출할 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현지기업과의 합작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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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2 외국계기업의 현지 바이오연료 사업진출 관련 보도자료

ㅇ 싱가폴 D1-BP Fuel Crops Asia Pacific Pte. Ltd사는 수출목적의 자트로파
생산 농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승인을 받음. 지분은 동사에
서 99.99%를 소유하게 됨(Business World, 2007.11.28).
ㅇ 스페인의 Bionor Transformacion S.A.사는 자트로파 생산농장에 2억 USD
를 투자할 예정임(National Biofuel Board, 2007.12.6).
ㅇ 일본의 Pacific BioFields Corp는 현지 BioEnergy Northern Luzon Inc사와
협력 하에 코코넛 생산농장 프로젝트에 6억 USD를 투자할 계획임(Philippine
Daily Inquirer, 2008.1.24).
ㅇ 영국계 현지법인인 Bronze Oak Philippines Inc.사는 6백만 페소를 투자하
여 2개의 바이오에탄올 가공공장을 2009년 1월까지 완공할 예정임
(Philippine Star, 2008.2.11).
ㅇ 스페인의 Global Tree Trust사는 현지 Herminio Teves & Co사와 합작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설비 투자 MOU를 체결함.

진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외국기업은 최대 40%까지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들
어 외국기업들의 필리핀 바이오연료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들어 외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바이오연료개발 프로젝트 투자계획 발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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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연료산업 전망

필

리핀에서는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인 코코넛의 생산
량이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생산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 자트로파 등의 생산량이 풍부하여 바
이오연료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져 있다. 특히 자트로파
의 경우, 현지에서 재배하기가 용이하고 생산효율성이 높은 작
물로 알려져 최근 바이오연료의 원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 코코넛 생산에 적합한 지역은 약 60개 지역
으로, 면적으로는 총 320만 ha에 이르고 있다. 연간 총 생산량은
720만 톤으로 추정되는 등 풍부한 바이오원료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104｜필리핀의 주요 산업

표 Ⅳ-9 코코넛 생산지역 및 생산량

코코넛
재배적합도

지역 수

대상지역
(만 ha)

연간 ha당
생산량(톤)

연간 총생산량
(만 톤, 예측치)

우수

29

170

2.5

420

중간

32

150

1.5~2.5

300

미흡

7

5.8

1.5 미만

-

합계

78

720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또한 향후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바이오연료의 원자재가 되는 작물 재배가 가능한 유휴
지도 많은데 작물별로 살펴보면, 코코넛 120만 ha, 자트로파 200
만 ha, 사탕수수 120만 ha 등으로 농장개발 여하에 따라 원자재
의 생산은 대폭 증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표 Ⅳ-10 바이오연료 생산 가능 작물별 개발가능 유휴농지
(단위: 만 ha)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Sugarcane

120

Coconut

120

Sweet Sorghum

120

Jatropa

200

Cassava

120

-

-

합계

360

합계

320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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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풍부한 바이오연료 원자재와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정부의 대체에너지 확보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바이오연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고유가의 지속에 따라 기업들의 프로젝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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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 방송산업의 개요 및 특징

필

리핀은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소유가 민영이며,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등 매우 역동적인 방송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초의 TV 방송은 1953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6개의 VHF 공중파 전국 방송을 비롯해 247개 공중파 TV 사
업자25)가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ttee:
NTC, 이하 NTC로 표기)에 등록·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케이
블 TV 서비스는 1969년에 시작되었으나 오랜 기간 침체를 거듭
했으며, 최근 들어 인터넷·통신 결합 상품 등이 등장하면서 점
차 활기를 띠고 있다.
25) 지역별 등록 시스템에 따라 주요 사업자의 경우 전국에 등록하게 되면서 중복
집계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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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지역별 방송사업 등록 현황(2007년 7월 현재)

지역

AM

FM

TV

기타

합계

NCR

32

26

22

기타 TV CA-TV
2

70

4

156

CAR26)

11

20

9

10

27

0

77

I

33

37

7

5

129

0

211

II

17

36

12

5

81

1

152

III

19

23

12

9

183

0

246

IV

32

73

24

10

309

1

449

V

36

64

25

11

132

0

268

VI

35

69

24

5

112

1

246

VII

27

46

19

9

90

1

192

VIII

23

27

8

7

108

0

173

IX

22

43

18

7

61

0

151

X

36

57

27

8

74

1

203

XI

37

82

28

2

60

2

211

XII

13

20

7

1

37

0

78

CARAGA

9

5

5

0

28

0

47

합계

382

628

247

91

1,501

11

2860

주: 기타 TV는 TV RELAY, TV X' LATOR, PAY TV 등을 의미함.
기타는 LMDS, MMDS를 의미함.
자료: NTC, Data and Statistics.

필리핀 TV 방송산업 관련 통계는 집계·조사 기관마다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통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

26)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CAR)지역은 Abra, Benguet, Ifugao, Kalinga, Mountain
Province 및 Apayao지역으로 구성된 필리핀 유일의 내륙지역으로 Baguio시가 중
심인 필리핀 Luzon섬 북부내륙지역이다. 코딜레라 산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필
리핀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지만, 인구는 13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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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따라 상당부분의 추정이 개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Paul
Budde Communication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TV 수상
기의 수는 1,800만 대로 추정되며, 케이블 TV 가입자는 480만
가구, 위성 TV 가입자는 1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Asia Pacific TV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TV
보유가구는 990만 가구, 케이블 TV 가입자는 109만 가구, 위성
TV 가입자는 12만 6천 가구로 추정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통
계적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TV 방송산
업 등 방송·통신 전 분야를 관장하는 NTC는 공식 통계를 발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TV 보유가구 관련 데이터로는
2000년 국가통계 조사 자료가 유일한 공식 자료이다.
최근 TV 방송 관련 제도 정비가 일부 지연되면서, 일부 방
송·통신 사업이 중단 내지는 지연 상태에 있으며, 케이블과 위

표 Ⅴ-2 TV 방송산업 관련 주요 통계
(Paul Budde Communication)

구 분
TV 보유가구(가구)
케이블 TV 가입자(가구)
위성 TV 가입자(가구)
방송산업 수익(백만 USD)

1996
6,500,000

2000

2005

2006

8,100,000 14,500,000 14,800,000

450,000

1,694,000

4,500,000

4,800,000

28,000

105,000

150,000

160,000

158

520

800

810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hilippines-Broadcasting(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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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TV 방송산업 관련 주요 통계
(Asia Pacific TV-12th Edition)

구 분
TV 보유가구(가구)
케이블 TV 가입자(가구)
위성 TV 가입자(가구)
방송광고 수익(백만 USD)

2000

2005

8,350,000

9,448,000

9,684,000

2006

9,902,000

2007

875,000

1,067,000

1,080,000

1,091,000

0

85,000

114,000

126,000

1,780

4,092

4,236

4,490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Asia Pacific TV-12th Edition(2008).

성 TV의 불법 시청문제 등은 여전히 방송분야 전반에 걸친 핵
심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필리핀 케이블·위성 TV 협회
(CASBAA)에 따르면, 2007년 불법시청에 따른 손실규모는 8,500
만 USD(2006년의 경우 8,000만 USD)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DTT) 서비스가 조만간 시작
될 예정으로 이는 기존 pay TV 시장(케이블과 위성 TV)에 추가
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sia Pacific TV(12th Edition)에 따르면, 케이블 TV 가입자 수
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속도가 느린 편이며, 케이블 TV의 디지털
체제 전환도 메트로마닐라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아직 초
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다. 필리핀 통신업계의 강자인
PLDT(The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사는 방송
분야 진입을 위해 공중파, 케이블 TV, 위성 TV 분야에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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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실상 방송·통신 융합을 이끌어 낼 기업
으로 주목받고 있다. PLDT사가 지원하는 신규 DTH(Direct To
Home) 서비스가 2008년 하반기 중 도입될 예정으로, 기존 위성
TV 사업자인 Dream Satellite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필리핀의 Broadband(광대역 네트워크) 가입률은 1% 미
만으로 역내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IP TV
의 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상파 TV 방송
사인 GMA Network는 ABS-CBN에 이어서 2007년 7월 기업공개
(IPO)를 통해 15.5억 필리핀 페소의 자본을 충원했다. 하지만 필
리핀 Media분야의 상장기업은 현재까지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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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정책

가. 규제기구

필리핀 TV 방송산업은 NTC27)의 일원화된 규제 및 감독을 받
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면허 및 방송국 설치·운영,
주파수 할당 및 기술표준 설정 등을 담당한다. 그 외 방송규제 담
당 정부기관으로는 영화·텔레비전등급위원회(MTRCB: Movie and
Television Review and Classification Board)28)가 있어 영화와 TV 프
로그램의 등급을 결정하며, 필리핀 관습에 반하는 폭력적·외설
적·비도덕적 내용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방송의 자율
27) 홈페이지 주소: http://portal.ntc.gov.ph/wps/portal
28) 홈페이지 주소: http://www.mtrcb.gov.ph/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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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필리핀의 방송·통신 기본법령

구 분

행정령/대통령령

일 반 Commonwealth Act No. 146 - Public Service Act 공표
행정령 제59호 - 공공 통신캐리어의 Interconnection 의무화
통 신

행정령 제109호 - 로컬 교환 캐리어 서비스 개선정책
행정령 제467호 - 국제 위성통신의 필리핀 국내운영 및 사용
행정령 제546호 - 공공업무(Public Works)부, 교통통신부 설립
대통령령 제1986호 - 영화·텔레비전 등급위원회 설립
일반방송

방 송

대통령령 제1987호 - 영상물 제작·유통 규제위원회 설립
대통령령 제576-A호 - TV·라디오방송국 소유 및 운영규제

케이블

행정령 제436호 - 케이블 TV 운영에 대한 원칙 (1997년)
행정령 제205호 - 케이블 TV 운영에 대한 규제 (1987년)

행정령 제196호 - 통신위성 규제권한을 통신위원회(NTC)에 부여
기 타 행정령 제468호 - E-commerce 증진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
행정령 제469호 - National Information Plan 2000 채택
자료: 필리핀 통신위원회(NTC) 웹사이트에서 정리.

규제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방송협회(KBP)가 ｢Television Code｣
를 통해 방송내용 및 광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나. 관련 법률

필리핀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통신법(Laws on Telecoms)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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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필리핀의 방송 관련 Memorandum Circular

번 호

제

목

MC 06-02-81

라디오·TV 방송국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MC 03-04-85

라디오·TV 프로그램 내용상의 기준 (Program Standards)

MC 11-12-85

라디오·TV 프로그램 내용상의 기준 (Program Standards)

MC 22-89

라디오·TV 프로그램 내용상의 기준 (Program Standards)

MC 06-03-93

통신·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 개정

MC 06-06-96

라디오·TV 방송국의 전력증가 및 장소변경 신청 절차

MC 04-08-88

케이블 TV 운영에 대한 규제 개정

MC 10-07-93

국내 위성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MC 번호미상

해외 위성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MC 10-10-03

케이블 TV와 직접위성방송서비스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시
행령

자료: 필리핀 통신위원회(NTC) 웹사이트에서 정리.

되어 있는데, 방송관련 내용은 법(Republic Act)이 아닌 법령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Decrees)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사안별로 보완하기 위한 Memorandum Circular가 마련되어 있다.

다. 세부 규제내용

통합된 방송법이 존재하는 대다수 ASEAN 국가들과는 달리,
필리핀은 사안에 따라 대통령령·행정령·Memorandum Cir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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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법안이 발표되는 관계로 방송법·케이블 TV법·위성
방송 관련법이 조금씩 구분되어 있다.

1) 최소 자본요건
모든 라디오 및 TV 방송사업자는 장비 구입을 포함, 최소 1년
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대통령령
제576-A호, Section 1). 또한 모든 라디오 및 TV 방송사업자는 통
신위원회에 감독 및 규제비용을 매년 지불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매년 3월 1일까지 연례 재정보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야 한다(MC 06-01-82).

2) 지분 소유 및 겸영 제한
소유지분제한에 대한 방송법상의 별도 규정은 없으나, 동일
사업자나 사업체는 한 행정구역이나 도시 내 한 개 이상의 라디
오 또는 TV 방송국, 전국에 다섯 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 또는
다섯 개 이상의 TV 채널을 소유·운영할 수 없다(대통령령 제
576-A호, Section 3).

3) 외국인 사업제한
현 필리핀 헌법에 의하면 통신 산업을 포함한 공공시설(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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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운영허가는 필리핀 국민, 또는 자본의 60% 이상이 필리
핀 국민 소유로 되어 있는 회사 및 기관에만 부여될 수 있지만
(1987년 헌법 Article XII), 방송을 포함한 대중매체(mass media)의
소유 및 운영권은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국민에 의해 완전
히 소유 및 운영되는 회사, 조합 및 기관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
되어 있다(1987년 헌법 Article XVI). 그 결과, 외국회사가 필리
핀 TV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가 허용된 통신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은 가능하나, NTC가 방송의 통신 분야 투자 내지 통신의 방송
분야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자국 프로그램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제한
통신위원회의 Memorandum Circular를 통해 ‘Program Standards’
를 규정한 바 있고 민간기관인 방송협회(KBP) 또한 ‘Television
Code’를 통해 Support to Nationalism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나, 자국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다. 또한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모든 라디오
및 TV 채널은 일일 최소 2시간 public service에 해당하는 프로그
램을 방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대통령령 제576-A호). 이때
public service에는 뉴스, 교육 방송, 문화적인 내용, 과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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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정부의 정책 또는 공공복지 활동
증진, 젊은 층의 신체적·지적·도덕적 발달에 기여, 국가의 전
통·가치·문화유산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광범위하게 해당된다.

5) 허가 절차
방송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NTC 사무국에 신청서를 접수
하고, 방송 서비스국(BSD: Broadcast Service Division)을 방문하여
NTC 감독 및 규제요금을 납부한 후 최근의 연간 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방송사업 신청인은 NTC로부터 접수 5일 내에 공청회
에 대해 안내받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공청회는 허가신청
으로부터 35일 내에 개최되는데, 신청인은 공청회가 개최되기
최소 7일 이전에 준비한 자료를 제출한다. 35일째에 공청회는
simple or complex/contested or uncontested 여부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간략하게 또는 엄격하게 진행되며, NTC 위원
들 및 법무국(LD: Legal Department) 담당관이 여기에 참여한다.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는 일은 방송서비스국 소관인데, 방송서비
스국이 기술심사 및 재정심사를 통해 법무국에 결과보고서를 제
출하면, 법무국은 이에 근거하여 decision/order를 작성하며, 이는
다시 방송서비스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NTC의 재가를
받게 된다.

Ⅴ. TV 방송산업｜119

NTC에 의해 승인된 사업허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이나 제한
명령(restraining order)을 받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유효하며, 조
건부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방송서비스국이 조건 이행 여부
를 모니터한다. NTC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대법원에 항소(appeal)할 시에는
최종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NTC Practices
and Procedures Manual 중 Par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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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부문별 동향

가. 공중파 TV(Free to Air TV)

1953년에 시작된 필리핀의 공중파 방송은 전국방송이 가능한
(VHF: Very High Frequency) 채널에서는 국영 TV인 People's
Television Network(PTV)사와 최대방송사인 ABS-CBN Broadcasting
Corporation을 비롯하여 7개의 방송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7개
의 VHF 채널 중 채널 4, 9 및 13은 필리핀 정부의 소유이나, 채
널 9와 13은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주로 지역방송인
(UHF: Ultra High Frequency) 채널을 합할 경우 TV 방송사(전국
방송의 지방방송국 포함)가 무려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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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필리핀의 주요 VHF 공중파 채널

방송사

채 널

비 고

ABS-CBN Broadcasting Co. (ABS-CBN)

채널 2 규모 1위 방송사

People's Television Network (PTV)

채널 4 정부소유

Associated Broadcasting Corporation (ABC) 채널 5 미국프로그램 다수 방영
GMA Network Inc. (GMA)

채널 7 규모 2위 방송사

Radio Philippines Network (RPN)

채널 9 정부소유

Zoe Broadcasting Corp. (QTV)

채널 11 GMA와 합작사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IBC) 채널 13 정부소유
주: PTV는 최근 National Broadcasting Network(NBN)로 개칭함.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있다. 메트로마닐라의 주요 UHF채널로는 ABS-CBN의 Studio 23,
Southern Broadcasting Network(SBN 21), RJTV 29, MTV Phils,
Net 25 등이 있다.
공중파 방송 중에서 방송사의 규모나 전국 시청률 면에서는
ABS-CBN이 앞서 있으나, GMA가 NCR 지역을 중심으로
ABS-CBN에 시청률이 다소 앞서 있는 상태이다. 2007년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시청률은 GMA가 43.2%, ABS-CBN이 35.0%를
기록했다. 최근 GMA의 메트로마닐라 지역 시청률은 안정적인
40% 초반대로 높은 편이나, ABS-CBN이 다시 추격하는 추세이
다. ABS-CBN은 2006년 2분기 메트로마닐라 시청률이 29%까지
하락했다가 35%대로 회복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도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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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에서는 여전히 ABS-CBN의 시청률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70%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
타 국영 VHF채널과 UHF 채널인 Studio 23, Net 25, RJTV 29,
CTV 31을 포함한 나머지 채널의 시청률은 1~5% 수준으로 모
두 합쳐 10%를 조금 상회한다.

표 Ⅴ-7 주요 VHF 공중파 채널의 시청률(2007년)

메트로마닐라

구 분

Luzon
전국
도시지역 도시지역

시청가구 점유율

17.7%

16.9%

15.1%

시청률

43.2%

41.7%

37.3%

시청가구 점유율

14.3%

16.4%

18.7%

시청률

35.0%

40.5%

46.0%

Associated Broadcasting
Company

시청가구 점유율

1.2%

0.8%

0.8%

시청률

2.6%

1.9%

1.8%

Intercontinental
Broadcasting Corporation

시청가구 점유율

0.3%

0.2%

0.2%

시청률

0.6%

0.4%

0.4%

National Broadcasting
Network

시청가구 점유율

0.3%

0.2%

0.2%

시청률

0.7%

0.5%

0.5%

Radio Philippines
Network

시청가구 점유율

0.7%

0.5%

0.4%

시청률

1.7%

1.1%

1.0%

Zoe Broadcasting
Network

시청가구 점유율

1.8%

1.3%

1.1%

시청률

4.0%

2.9%

2.5%

GMA

ABS-CBN

주: Luzon 도시지역, 전국 도시지역 통계는 2007년 7~12월 자료임.
자료: AGB Nielsen Media Research Ph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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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ABS-CBN(채널 2)과 GMA(채널 7)의 비수도권 시청률 추이
(단위: %)

지 역

ABS-CBN
2006년 2007년 1Q

GMA Network
2Q

2006년 2007년 1Q

2Q

Cebu

63

63

62

26

28

28

Davao

73

72

71

17

18

18

Dagupan

58

62

63

27

25

25

Baguio

-

70

67

-

30

33

Ilolio

-

60

64

-

30

27

Cdo

-

66

60

-

20

26

자료: AGB Nielsen Media Research Phils.

NCR 지역에 등록된 공중파 채널은 ABS-CBN Bctg. Corp.와
People’s TV Network을 비롯해 22개 채널이며, 인근 CAR 지역에
등록된 채널은 GMA Network, Inc.을 비롯해 9개 채널이다. 이
밖에 필리핀 전역에 등록된 TV 방송국은 총 247개에 달한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현재 대형 통신회사들이 지상파 및 유료
TV 채널 인수를 통한 방송산업 진출기회를 엿보고 있고, 방송사
들은 TV·인터넷·위성수신을 통합한 영역확장(Convergence)을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 최대의 통신회사인 The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이하, PLDT사)는 지난 2001년 상반
기에 GMA에 대한 지분(66.7%)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나,
2003년 PLDT사 회장 Antonio Cojuangco이 지상파 채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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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수도권(NCR)에 등록된 공중파 채널

회사명

채널

위 치

ABS-CBN Bctg. Corp.

DWWX

2

People’s TV Network

DWGT

4

ABC DEV. Corp.

DWET

5

Republic Bctg. System

DZBB

7

Mother Ignacia, Q.C.
PIA Bldg., Visayas Ave.,
Q.C.
Brgy. San Bartolome,
Nov.,QC
Brgy. Culiat, T. Sora, Q.C.

Radio Phil. Network

DZKB

9

Panay Ave., Q.C.

Zoe Bctg. Network

DZOE

11

Antipolo City

Intercontinental Bctg. Corp.

DZTV

13

SFDM, Q.C.

Southern Bctg. Network

DWCP

21

Strata 200, Pasig

Amcara Bctg. Network

DWAC

23

Mo. Ignacia, Q.C.

Eagle Bctg. Corp.

DZEC

25

Bo. Sta. Cruz,Antipolo, Rizal

Republic Bctg. System

DWDB

27

Brgy. Culiat, Q.C.

Rajah Bctg. Network

DZRJ

29

Antipolo, Rizal

Radio Mindanao Network

DWKC

31

Antipolo, Rizal

Zoe Bctg. Network

DZOZ

33

Antipolo City

Delta Bctg. System

PA

35

Mandaluyong City

Progressive Bctg.

DWAO

37

Antipolo, Rizal

Swara Sug Broadcasting

DWAQ

39

Quezon City

Nation Bctg. Corp.

DWNB

41

Antipolo City

Mareco Bctg.

DWBM

43

Quezon City

Gateway UHF Bctg.

DWVN

45

Antipolo City

ABC Dev. Corp.
Christian Era Bctg. Service,
Inc.

DWTE

47

Brgy. Bartolome, Nov., Q.C.

DZCE

49

New Era, Quezon City

자료: NTC, Data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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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CAR에 등록된 공중파 채널

회사명
Office of the Gov. of Mt.
Prov.
GMA Network, Inc.

호출
사인

채널

PU

2

Mt. Pulis, Mt. Province

DZVG

5

Mt. Amuyao, Mt. Province

위 치

IBC
People's Television
Channel4
GMA Network, Inc.

DWHB

6

Sto. Tomas, Baguio City

PTV-8

10

Baguio City

PA

24

Sto. Tomas, Benguet

Vanguard Radio Network

DWBG

24

Baguio City

Radio Mindanao Network

DWHB

26

Baguio City

ABS-CBN Bctg. Corp.

DZRR

32

Baguio City

Amcara Bctg. Network

DWEC

30

Mt. Sto.Tomas, BENGUET

자료: NTC, Data and Statistics.

시청률 3위인 ABC 5를 인수하였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채널 중
국영방송인 NBC(Nation Broadcasting Corp)의 지분취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케이블 TV·라디오방송·인터넷접속서비스(ISP)
등의 사업에 진출해 있다. 제2의 통신회사인 Globe Telecom 역시
GMA 인수를 시도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송분야에 대한 관
심을 표명하고 있다.

1) GMA Network
GMA Network Inc.(이하 GMA)는 1950년 6월 방송을 시작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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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Republic Act 7252에 따라 1992년부터 25년간의 TV 및 라디
오 방송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6개의 VHF
방송국과 3개의 UHF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트로마닐라
에서는 채널 7, 기타 지역에서는 다른 채널을 통해 하루 21~22
시간 방송하고 있어서, 전 국민의 90%가량은 GMA의 시청이 가
능하다. 또한 16개 도시(city)와 1개 자치구에서 GMA 소유의 24
개 라디오 방송국과 1개의 합작 라디오 방송국이 활동하고 있
다. GMA는 GMA Holdings와 GMA Holdings의 지배주주인
Jiminez일가, Duvait일가 및 Gozon Group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
유29)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원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Jiminez일가의 요구
로 인해 높은 수준의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표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시청률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드라마와 시리즈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초 전국 시청률이 21%를 상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GMA는 2005년 세계시장에 진출하
였다. GMA의 글로벌채널인 GMA Pinoy TV(해외 케이블 TV)를
통해 GMA의 쇼프로그램이 미국, 캐나다, 중동, 일본, 괌, 사이
29) GMA Holdings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Jiminez일가, Duvait일가 및 Gozon Group이
각각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GMA Holdings와 이들 지배 주주가 다시
GMA Network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분율은 Jiminez일가와
Duvait일가가 각각 35%, Gozon Group이 30%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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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GMA Network Inc의 주주구성

구 분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

주주 명
GMA HOLDINGS, INC.
GROUP MANAGEMENT
DEVELOPMENT INC
FLG MANAGEMENT &
DEVELOPMENT CORP

주식 수
854,086,000

지분율(%)
25.49

789,813,389

23.58

656,044,009

19.58

453,882,095

13.55

상위 100명

3,343,041,378

99.78

합 계

3,350,167,000

100.0

M.A. JIMENEZ ENTERPRISES INC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소, GMA 공시자료.

팜,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방송되고 있다. 2007년 1분기 현재
GMA Pinoy의 가입자는 13만 6천 명으로 2008년에는 이를 영국,
이태리, 호주 등지로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GMA의
또 다른 공중파 채널인 QTV(Zoe Broadcasting Network, Inc.과 합
작으로 중상층의 여성·주부 시청자를 공략하기 위해 설립)는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저조하지만 개국 다음해인 2006년에 벌써
2억 필리핀 페소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등 방송 사업이 확장추
세에 있다.

2) ABS-CBN
ABS-CBN은 TV·라디오 방송 및 관련 미디어 산업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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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GMA Network의 자회사 및 계열사

자회사 및 계열회사

지분율

업무분야

Subsidiaries
GMA New Media, Inc.

100%

방송·통신 융합기술

Citynet Network Marketing
and Productions Inc.

100%

TV 예능프로그램 제작

GMA Network Films, Inc.

100%

영화 제작

GMA Worldwide
(Philippines), Inc.

100%

글로벌 마케팅, 해외프로그램 구매
및 프로그램 국제협력

RGMA Marketing and
Productions Inc. ("GMA
Records")

100%

음반제작/출판/유통

Scenarios Inc.

100%

TV세트장 디자인, 제작·유지

Alta Productions Group Inc.

100%

제작 사전·사후 서비스

GMA Marketing &
Productions, Inc.

100%

방송시간 독점 마케팅/판매

Mediamerge Corporation

100%

온라인 출판/광고 개발 및 운영

INQ7 Interactive, Inc.

50%

뉴스·정보 전달을 위한 Philippine
Daily Inquirer Inc.와의 합작회사

Philippine Entertainment
Portal, Inc.

50%

엔터테인먼트 포탈(Pep.ph) 운영

Mont-Aire Realty and
Development Corp.

49%

부동산 보유 회사

RGMA Network, Inc.

49%

라디오방송국 일반관리 및 이벤트
관리

Affiliates

자료: GMA Network,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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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필리핀 최대의 TV 방송사이다. 아울러, 케이블 TV와
위성 TV를 통해 국외의 필리핀인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BS-CBN은 메트로마닐라 지역에서 Channel 2(VHF)를 운
용하는 한편, UHF채널인 Studio 23을 보유하고 있다. 채널 2와
채널 23은 필리핀 전체 TV 보유가구의 각각 97%와 50%가 시청
할 수 있는 설비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ABS-CBN의 유래
는 1946년 설립된 라디오장비 회사였던 BEC(Bolinao Electronic
Corporation)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BEC가 회사명을 변경한
것이 ABC(Alto Broadcasting Corporation)이며, 1957년 ABS가
Lopez그룹의 CBN(Chronicle Broadcasting Network)을 취득한 후
1967년 ABS-CBN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972년 정부의 국유화 방침에 따라 방송이 중단된 적도 있으
나, 1986년 2월 방송을 재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BS-CBN
은 1995년 향후 25년간의 방송면허를 갱신한 상태이다.
ABS-CBN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Lopez그룹의 계열사인
Benpres Holdings Corp이 57.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ABS-CBN은 케이먼군도의 특수목적 법인인 ABS-CBN Global
Ltd.를 통해 미국의 ABS-CBN International사(79년 설립, 캘리포
니아 소재), ABS-CBN Middle East FZ-LLC(02년 설립, 두바이 소
재), ABS-CBN Europe Ltd.(03년 설립, 영국 소재), ABS-C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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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Pty. Ltd(04년 설립), ABS-CBN Japan, Inc.(06년 설립),
The Filipino Channel Canada ULC(2007년 설립, 앨버타 소재) 등
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중
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필리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ABS-CBN은 케이블 TV 관련 회사인 Sky
Vision Corp.의 지분 10.2%와 Beyond Cable Holdings, Inc.의 지분

표 Ⅴ-13 ABS-CBN의 주요 자회사

자회사 및 계열회사

지분율

업무분야

ABS-CBN Publishing, Inc.

100.00

인쇄/출판

Star Recording, Inc. (Star Records)

100.00

오디오/비디오 제작·유통

Professional Services for Television &
Radio, Inc.

100.00

서비스

Star Songs, Inc.

100.00

음반 제작

Sarimanok News Network, Inc.
(SNN)

100.00

콘텐츠 개발·기획 서비스

ABS-CBN Interactive, Inc.

100.00

미디어 관련 서비스

Creative Programs, Inc.

100.00

콘텐츠 개발·기획 서비스

Studio 23, Inc. (Studio 23)

100.00

콘텐츠 개발·기획 서비스

TV Food Chefs Inc.

100.00

요식업

ABS-CBN Film Productions, Inc.

100.00

영화 제작·유통

ABS-CBN Integrated and Strategic
Property Holdings, Inc.

100.00

부동산 관리

자료: ABS-CBN Broadcasting Corp.,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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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케이블 TV 분야에도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규모 1위 방송사인 ABS-CBN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를 위해 비용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시청률 확보를 통한 방송광고 수익 증대나 프로그램 판
매수익의 증대가 필요한 실정인데, 2위 방송사인 GMA가 그 간
뒤처졌던 지방의 시청률 제고를 위해 대규모 설비확장30)에 나섬
으로 인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가고 있다.
한편, ABS-CBN은 메트로마닐라 지역에서 GMA의 시청률이
ABS-CBN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조사됨에 따라 방송광고시장
이 상당 부분 잠식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 Nielsen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에 대해 2007년
12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필리핀 법원은 이에 대해 ‘성급
한 소송 제기’라고 지적하고, ABS-CBN의 민사소송(63백만 필리
핀 페소)을 기각했다. 이후 GMA가 1천만 필리핀 페소의 손해배
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ABS-CBN은 1992년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보통주가 상장되었
으며, 1999년에는 PDR(Philippine Deposit Receipts)31)이 상장되었
30) GMA가 지방의 방송설비 확충에 투자키로 계획한 금액은 무려 9,500만 필리핀
페소에 달한다.
31) PDR 또는 PCD로 지칭되는 동 증권은 필리핀의 증권거래 증진을 위해 1995년
3월 설립된 PCD에 수탁된 주식으로서 보통 PCD Nominee Corporation이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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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주식은 2008년 3월 말 현재 25필리핀 페소와 26필리
핀 페소로서, GMA에 비해서나 2007년 4분기에 비해서 양호한
주가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ABS-CBN의 통합수익은 198.9억 필리핀 페소에 달해
2006년의 170.2억 필리핀 페소대비 17%(28.7억 필리핀 페소) 증
가하였다. 수익 중 68%인 136억 필리핀 페소는 방송광고 수익
이었으며, 29%는 프로그램 판매수익, 3%는 라이선스 수수료였
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미국의 위성 TV 방송사인 DirecTV의 가
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난 2005년 7월 21일 ABS-CBN
의 자회사인 ABS-CBN International이 DirecTV와 체결한 독점공
급계약(미국 내 필리핀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
제공)에 따른 것이다.

표 Ⅴ-14 ABS-CBN의 주가 추이

구 분

보통주

Philippine Deposit Receipts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2007년 3분기

33.00

23.00

35.00

25.00

2007년 4분기

26.50

18.75

26.00

18.75

2008년 1분기

33.50

26.00

33.50

26.50

자료: ABS-CBN Broadcasting Corp., Annual Report.

으로 다시 등재되며, 신탁자의 주식보유 권리는 모두 허용되나, 기명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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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ABS-CBN의 수익 추이
(단위: 백만 페소)

구 분
방송광고 수익
서비스
프로그램 판매
라이선스 수수료
합

계

2007년

2006년

증가액

증가율

13,605

10,663

2,942

28

5,299

4,712

587

12

439

529

(90)

(17)

548

1,117

(569)

(51)

19,891

17,020

2,870

17

자료: GMA NETWORK, INC.의 ANNUAL REPORT(증권거래소 보고)

136억 필리핀 페소의 방송광고 수익 중 약 94%(127.4억 필리
핀 페소)는 ABS-CBN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이며, 기타 플랫폼의
광고수익이 8.6억 필리핀 페소였다. 자회사의 수익구조를 살펴
보면, ABS-CBN Global이 39.1억 필리핀 페소로 서비스수익 53
억 필리핀 페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나. 유선방송(Cable TV)

케이블 TV는 지난 196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 의해 독점 운영
되었다. 하지만 자유화된 이래 2008년 현재 약 1,500여 개의 케
이블 TV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다만, 이중 실제로 운영 중인
업체는 절반 이하이다. 필리핀 전체의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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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0만 가구32) 수준이나, 수신료를 내지 않는 불법 시청이 매
우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케이블 TV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필리핀 케이블 TV 협회인 PCTA는 불법시청을
금지·처벌해 줄 것을 의회에 입법청원하고 있는 중으로, 상원
에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조
만간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 케이블·위성 TV 협회(CASBAA: Cable and Satellite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sia)에 따르면, 2007년 4분기 말 불법
시청자의 수는 약 95만 명으로 CASBAA가 파악한 정규가입자
92만 5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MSO(거대 복수종합
유선방송사업자)에 보고되지 않은 가입자 통계도 케이블 TV 가
입자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에 대해 CASBAA는 불법도청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의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2007년 2월 필리핀 법무부는 HBO, CNN, 내셔널지오그래픽,
ESPN 스타 스포츠 채널 등을 불법적으로 재전송한다는 혐의로
유력 케이블 TV 사업자인 Skycable, Telemarc, ZEnergy 3개사를
기소하였으나, 법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기각될 상황에 처
32) Paul Budde Communication은 MMDS(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를
합하여 약 48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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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제지적재산권연합(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필리핀이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지에 대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리핀 케이블 TV 산업이 부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국인투
자에 대한 제한에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방송분야를 비롯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지분취
득이 제한된다. 다만, 최근 필리핀 정부가 자체 제작을 하지 않
는 케이블 TV 방송사에 대해 외국인지분취득을 40%까지 허용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실제 그런 규정이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필리핀 케이블 TV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Beyond Cable과 Global Destiny 두 개 업체이다. 과거 필리핀의
케이블 TV 시장은 Sky Cable, Home Cable, Destiny Cable의 세 개
업체에 의해 삼분되어 있었는데, 2005년 Sky와 Home Cable의 합
작을 통해 지주회사격인 Beyond Cable이 설립되었으며, 업계 2
위 규모인 Global Destiny는 Destiny Cable과 거대 통신회사인
Globe Telecom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면서 구도
가 재편되었다. 메트로마닐라 지역에서 두 업체는 (정확한 통계
가 불가능한 불법도청 비율을 제외한다면) 시장을 각각 70%와
30%로 양분하여 점유하고 있다.

136｜필리핀의 주요 산업

표 Ⅴ-16 주요 케이블 TV 업체 현황

업체명

텔레컴회사와의 관계

Sky
cable

가장 광범위한 케이블망을 구축한 BayanTel
계열사

Home
Cable

필리핀 최대 규모의 통신회사인 PLDT 계열사

Destiny
Cable

필리핀 2위 통신회사인 Globe와 전략적 제휴

현재
두 업체가 합작하
여 Beyond Cable
설립
Global Destiny
설립

자료: 필자 정리.

한편, PCTA는 2008년 2월 통신위원회에 Smart Mytv의 상업적
출시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Smart Mytv는 Smart
Communications, Inc. (Smart), Nation Broadcasting Corporation
(NBC), GV Broadcasting System, Inc. (GV)과 360 Media, Inc. (360
Media)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PCTA는 Smart
Mytv가 방송·통신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법<Section 4 (j)
Republic Act No. 7925 (the Public Telecommunications Policy
Act)>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Beyond Cable
Beyond Cable은 필리핀 최대 MSO로서, 약 50만 명의 가입자
를 보유하여 필리핀 전체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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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Beyond Cable의 가입자 추이

2006년
3분기

4분기

20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501,000

502,000

502,000

503,000

504,000

구 분
가입자 수(명)

자료: World Broadband Information Service.

며, 이 중 20만 명이 메트로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다. <표 Ⅴ
-17>에서 보다시피, Beyond Cable의 가입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Beyond Cable은 2005년 Mediaquest의 Home Cable과 Lopez 그
룹의 Sky Cable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 지분의 67%는 지상
파방송 ABS-CBN을 지배하고 있는 Lopez 그룹이 소유하고 있으
며, 나머지 33%는 PLDT의 자회사이자 Home Cable을 소유하고
있는 Mediaquest가 보유하고 있다.33)
Beyond Cable은 2009년경 손익균형을 회복하고, 기업공개(IPO)
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자회사의 채무
재조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2008년 2월 채권자와 2016년
까지 채무34)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업공개를 통해 증자가
이뤄지면, 불법시청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셋톱박스의 보급
33) PLDT가 2007년 7월 DTH방송면허를 보유한 GV Broadcasting(현재 360Media inc)
을 취득함에 따라, 향후 Beyond Cable의 지분구도가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34) 현재 채무는 27.4억 필리핀 페소로 이 중 18억 페소는 ABS-CBN에 대한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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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8 Sky Cable의 선불 패키지

Sky Cable Select Prepaid

Sky Cable Silver Prepaid

40개 채널
옵션(최저 3일 40페소 ~ 최대 360일
2,500페소)

50개 채널
옵션(3일 90페소, 15일 380페소, 30일
636페소)

자료: Asia Pacific TV 12th Edition.

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2008년 약 1,450만
USD(6억 필리핀 페소)를 투자하여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아날로
그 방식인 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
정이다.
2006년 10월 Beyond Cable의 자회사인 Sky Cable은 Pardo,
Pasil, Talisay 지역(이후 Cebu 추가)에 3일, 15일, 30일간(이후 7일
서비스 추가)으로 시청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불 가입
서비스 ‘C-load’를 선보인 바 있다. 이는 불법시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2008년 3월 현재
약 1만 명이 C-load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이다.

2) Global Destiny Cable
Global Destiny Cable은 2003년 Destiny Cable(Solid Group 소유)
이 메트로마닐라의 사업자인 Global Cable의 지분을 취득·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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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증권위원회가 2004년 합병을 승인)하면서 설립된 회사
이다. 동 합병은 Beyond Cable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
수회사인 Destiny Cable사는 1999년 필리핀에서 최초로 케이블을
통한 TV와 인터넷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03년
에는 최초로 전화-케이블 TV-초고속인터넷을 패키지로 제공하
는 등 창의적인 전략을 펼쳐 왔다. Destiny Cable의 가입자는 주
로 메트로마닐라 지역과 인근지역의 거주자들이며, 잠재고객 또
한 항시 온라인 접속을 원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인수회사인 Global Cable사는 1993년 San Juan에 설립된 이래
Home Cable과 가입자 유치를 두고 경쟁했으며, 타이완에 본부를
둔 케이블서비스 공급 및 콘텐츠 공급자인 Eastern Multimedia사
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있었던바, Global Destiny Cable은
합병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lobal Destiny Cable은 2004년 발표한 5개년 계획에 따
라 2억 필리핀 페소를 투자해 메트로마닐라 지역 5백만 가입자
가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하였으며, 2010년까지 상장할 계
획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Global Destiny Cable은 Cebu의 케이
블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나, 2007년
6월 Cebu의 케이블 사업자인 Pacific CATV가 통신위원회(NTC)
에 제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진척이 부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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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lobal Destiny Cable의 주 패키지는 85개 채널에 월 450페
소(11 USD)이며, 채널목록은 다음 <표 Ⅴ-19>와 같다.

표 Ⅴ-19 Destiny Cable의 채널 목록

Global Kabayan
Barker
Channel
WeatherNews
ABS-CBN
NBN 4
ABC 5

Discovery
Animal
Planet
Discovery
Travel
Studio 23

Sports +

ETTV News

RAI

MTV Asia

ETTV Movies

Deutschwelle

TV 5

Da Ai TV

RTPi

Channel V

Macroview
TV

European
Sports

CCTV 4

VOA C-Span

Entertainment MTV
(ETC)
Philippines
Adventure
Fasion TV
One

China
Sahara TV
Entertainment

Winner TV

HBO Asia

Sound Stage

Fu Nan TV

ZEE Cinema

GMA 7

CNN

NHK World

Phoenix

Doordarshan

New Life

BBC World

Arirang TV

RPN 9

Fox News

KBS World

IBC 13

CNBC

YTN

EWTN

SBN 21

Disney

Bloomberg

Taiwan TV

Trinity
Broadcasting

Net 25

Cartoon
Network

ABC
Asia-Pacific

China TV

Divine Mercy

RJTV 29

Nikelodeon

Solar USA

CTS

TVE

Iglesia ni
Cristo
Family Land
Network

Indosiar
Zoe 11

자료: Destiny Cable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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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P TV

해마다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필리핀의 광
대역네트워크(Broadband) 가입률은 0.42%에 불과하다. 이는 PC
보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데 따른 결과로, 92백만에 달하
는 인구에 비해 2007년 1분기 현재 PC 대수는 370만 대에 불과
하고, 인도·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Broadband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주된
통신 방식이 아직까지 DSL(digital subscriber line)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광대역네트워크 시장은 PLDT(Philippines Long Distance
Telephone)사가 약 60%의 점유율로 2007년 3분기 현재 22만 9천
5백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위인 Globe Telecom이 10
만 9천명의 가입자를, Bayntel은 4만 7천 5백 명의 가입자를 보
유하고 있다. 한편 PLDT의 2007년 3분기 가입자 수는 전년 동
기간 전체 DSL 가입자 수 19만 2,330명을 초과한 숫자로 시장의
급성장 추세를 알 수 있다.
PLDT는 2007년 70만 회선의 신규 네트워크(IP based ‘Next
Generation Network’) 구축에 착수했는데, 향후 묶음상품의 출시
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 초당 2M 송수신 수
준의 통신망과 1백만 명도 되지 않는 통신 가입자, 값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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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PLDT와 Globe의 DSL 가입자 추이

2006년
3분기

4분기

20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Globe

43,651명

51,426명

69,000명

89,300명

109,000명

PLDT

118,679명

133,159명

152,000명

200,000명

229,500명

구 분

자료: World Broadband Information Service.

를 제공하는 케이블 TV와의 경쟁 등은 IP TV의 활성화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며, 따라서 당분간 필리핀에 IP TV가 활성화될 것
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
한편,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속속 IP-TV분야 진출을 서두르
고 있다. 통신사업자인 Bayantel은 Lopez그룹(ABS-CBN, Sky
Cable)과의 협력을 통해 메트로마닐라, Quezon시 등에 IP-TV, 광
대역네트워크, 케이블 TV의 묶음 상품을 출시하려 하고 있으나,
초기 가입비가 500 USD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08년 출시로 출시 목표를 변경한 상태이다.

라. 위성 TV

위성 TV(DTH) 분야는 2007년 4월 NBS사가 215만 USD를 투
자해 DTH에 진출하였으며, GV Broadcasting사 등이 면허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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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지만, PMSI (Philippines Multimedia System)사의 자회사
인 Dream Broadcasting System사(2001년 10월 설립)가 현재까지
유일하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Dream Broadcasting System사는
Mabuhay Satellite사가 소유·운영하는 AgilaⅡ 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 3월 PMSI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Dream
Broadcasting System사가 이행해야 할 약 2,500만 USD(Mabuhay
Satellite사는 39.6억 페소를 보유)의 채무에 대해 향후 12년간 채
무이행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며, 법원은 Mabuhay Satellite사가 계
속해서 채널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Dream Broadcasting
System사의 가입자 수는 2007년 3분기 말 현재 12만 3천 명 수
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TV에 밀리고, 상당한 수준의 불법시청 문제, 농촌지역의
Access 어려움 등으로 당분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8년 1월 현재 Dream사는 3개의 기본 Package(Dream 390 -

표 Ⅴ-21 Dream의 DTH 가입자 추이

2006년
3분기

구 분
가입자(명)

110,000

자료: 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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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14,000

2007년
1분기
118,000

2분기

3분기

121,000

123,000

표 Ⅴ-22 필리핀 위성 TV 채널목록

월 3.4 달러

월 7달러

월 12.3달러

월 16달러

지상파방송

ABS-CBN 2, NBN 4, ABC 5, GMA 7, RPN 9, IBC 13, Studio
23, Net 25

영화

PBO, 21st
Century

+ Hallmark

+ HBO,
Cinemax

+ Star Movies,
Turner Classic

만화

Nickelodeon

+ Animax,
Cartoon
Network

+ Disney

동일

뉴스

CNN,
BBC World

스포츠

교양

동일

동일

-

Sports Plus,
Star Sporats,
ESPN

-

Living Asia

+ Discovery

+Discovery
Travel

+ Fox News,
Bloomberg,
CNBC
동일
+ Animal
Planet, National
Geographic
+ Adventure
One

어드벤쳐

-

AXN

동일

버라이어티

-

Star World

+ ETC,
ABC
Asia-Pacific

동일

동일

+ Channel V

-

NHK, TV5,
MBC,
Star Chinese,
Deutshe Welle

음악

외국방송

MTV
Philippines
-

-

종교

EXTN, JCTV, TBN

기타

4UTV, eTalk, Pay-Per

동일

자료: Dream Broadcasting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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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채널, Dream 690 - 31개 채널, Dream 890 - 47개 채널)와
ValueBox Package를 운용하고 있다. 채널목록은 <표 Ⅴ-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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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 및 방송프로그램
시장개방 현황

가. 외국인투자 동향

앞서 살펴본대로 필리핀 헌법이 방송을 포함한 대중매체(mass
media)의 소유 및 운영권은 필리핀 국민이나 필리핀 기업에 한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필리핀 TV 방송사
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가 허용된
통신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한데,
통신회사도 외국인 소유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방송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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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식투자를 통한 간접투자를 살펴보면, 필리핀 증시에
상장된 미디어 관련 회사는 2008년 7월 말 현재, ABS-CBN
Broadcasting Corp.(1992년 7월 8일 상장), GMA Holdings
Inc.(2006년 2월 15일 상장), GMA Network, Inc.(2007년 7월 30
일 상장), Manila Broadcasting Company, Manila Bulletin Publishing
Corp. 등 총 5개사에 불과하며, 이중 대표 미디어 기업인
ABS-CBN Broadcasting Corp.과 GMA Network, Inc. 모두 주주가
필리핀 국적자이며, 외국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GMA Holdings
Inc.의 경우 주주명부에 중국인이 주식을 일부 보유(20만 주)하
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지분율이 0.02%에 불과해 큰 의미
는 없다.

나.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동향

필리핀 TV 채널의 해외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는 언
급된 자료가 적을 뿐 아니라, 기존 자료의 내용 중에도 상호 엇
갈리는 부분35)이 있다. 또한 현지 인터뷰 조사에서도 ABS-CBN
35)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송경희, 2002년)에는 지상파 방송 중 최대 규모인
ABS-CBN은 전체 프로그램의 25%를 해외 수입 프로그램으로 편성(p. 19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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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Beyond Cable 등의 프로그램 구매부서 담당자들이 사안의 성
격상 상세 내역을 밝힐 수는 없으며, 수입에 비해 수출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들의 공시
자료나 팸플릿과 같은 한정된 문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
계가 있다.
필리핀의 공중파 방송사들 중 선두주자인 ABS-CBN과 GMA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체 제작률이 높은 편이나, 중소규모의
방송사들인 ABC 5, RPN 9 등은 대체로 방송시간이 짧고,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케이블 방송
은 프로그램 공급자(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권한이 각 방
송사업자가 일임되어 있어 정부(통신위원회) 측은 PP현황을 파
악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방송프로그램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양대 방송사의 해외
자회사인 GMA Pinoy TV와 ABS-CBN International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GMA는 가입자에게 필리핀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송출하는 GMA Pinoy TV를 운영하고 있다. GMA Pinoy TV는
GMA가 메트로마닐라 방송을 통해 이미 인기를 얻어 검증된 뉴
는 내용과, 국내 프로그램이 전체의 95%를 차지(p.197)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설명되고 있다. 또한 GMA에 대한 설명에서도 해외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28%(p.196)라는 내용과 국내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92%(p.197)라는 내용이
모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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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사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을 해외에 송출하고 있다. GMA
Pinoy TV는 현재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필리핀 커뮤니
티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2005년 5월 GMA는 캘리
포니아에서 GMA Pinoy TV 프로그램을 방송할 Comcast Corp.와
운영협약을 맺었으며, 2005년 8월에는 미국 전역에 GMA Pinoy
TV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DirecTV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
결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Cox Communications가 샌디에고 인
근에서 GMA Pinoy TV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6년
2월에는 Orbit Communication과 중동 16개국 및 북아프리카 11
개국에 GMA Pinoy TV의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 같은 프로그램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GMA
Pinoy TV는 가입비와 함께 방송시간에 따른 방송광고수익을 자
회사인 GMA Marketing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GMA Pinoy TV의 가입자는 166,332명이며, 이는 2006년
말 125,912명에 비해 32%가 늘어난 숫자이다. 아울러 GMA는
제2채널인 QTV의 해외공급에 관한 협상을 미국, 중동, 유럽, 일
본의 회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 한편, GMA Pinoy TV는 필리핀
투자청(the Philippine Board of Investments)의 ‘Pioneer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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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ABS-CBN은 The Filipino Channel(TFC)을 통해 필리핀 최초로
국제 위성방송과 케이블채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
난 2005년 7월 DirecTV와 ABS-CBN의 자회사인 ABS-CBN
International이 DTH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송프로
그램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구매담당 회사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있다. GMA의 자회사로 1996년 2월
에 설립되어 외국 프로그램의 구입 및 국제배급을 담당하고 있
는 GMA Worldwide Inc.(이하, GWI)는 국제적으로 Kapuso 프로
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122편 762만 USD 상당
의 애니메이션과 한국·대만·일본 드라마를 수입하였다. 또한
GWI는 2007년 22만 5천 USD상당의 국제협력 수익을 기록하였
다. 아울러 최근 보도(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필리핀 드라마 ‘나
의 형제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케이블·위성 채널인 KBS N을
통해서 방영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1월까지 GMA
에서 방송되어 시청률 35.5%를 기록한 필리핀 국민 드라마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07.10
월, 방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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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리핀에 대한 총 프로그램 수출은 1,009편에 329만 8천USD
로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수출 전체의 3.46%를 차지하였다. 이
중 3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TV드라마로서 편중현상이 크며,
그 밖의 프로그램 수출로는 음악프로그램 1편을 1,100USD에 판
매한 것이 유일하다. 특히, 최근 필리핀에서 두 편의 한국 드라
마 ‘마이걸’(SBS)과 ‘내 이름은 김삼순’(MBC)이 나란히 리메이크
되어 방영되기 시작하여 현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리
메이크된 두 드라마는 지난 2006년에 각각 ABS-CBN과 GMA에
서 한국판 원작이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 작품들
이다. 이 밖에도 ‘대장금’(MBC), ‘파리의 연인’(SBS), ‘발리에서
생긴 일’(SBS) 등도 필리핀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현지 방송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는 특유의 탄탄
한 스토리 구성과 전개, 배역(특히 남성 배우의 역할) 설정 기법
등으로 인해 필리핀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한다.
GMA의 경우 프로그램 방영은 자체제작프로그램, 수입프로그
램, 공동제작 프로그램, 방영시간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수입 프로그램은 쇼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드라마
의 경우 한국, 대만, 일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7년에 방영
된 한국 프로그램의 경우 주몽, 장미빛 인생, 노란손수건 등이었
으며,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슬램덩크, 드래곤볼Z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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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한 ABS-CBN의 채널23은 주
로 미국 드라마를 수입·방영하고 있는데, 2007~2008년에 방영
된 프로그램은 Brothers & Sisters, Reaper, Desperate Housewives,
Rules of Engagement, Dirty Sexy Money, Samantha Who?, Grey's
Anatomy, Smallville, Kyle Xy, Ugly Betty 등으로 한국 내에서 수
입·방영되고 있는 미드와 거의 유사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자체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표 Ⅴ-23>의
자료에서 보듯이, ABS-CBN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필리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차지하였다.

표 Ⅴ-23 2007년 시청률 상위 12대 프로그램

Kapamilya Deal or
No Deal

ABSCBN

38.8%

Sana Maulit Muli

ABSCBN

34.9%

Pinoy Big Brother

ABSCBN

38.0%

Walang Kapalit

ABSCBN

34.4%

Blaze of Glory:
Pacquaio vs Solis

GMA

38.0%

Maging Sino Ka
Man

ABSCBN

30.2%

Boxing; De La
Hoya

ABSCBN

37.2%

TV Patrol World

ABSCBN

29.9%

Miss Universe

ABS-

Ysabella
Maria Flordeluna

ABSCBN
ABSCBN

36.7%
35.9%

2007
Which Star Are
You From?

CBN
ABSCBN

28.8%
28.8%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Asia-Pacific TV(12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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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화·텔레비전등급위원회(MTRCB)는 2007년 3월부터
아동에 해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차원에서 “폭력이나 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만
방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심의정책을 발표했다. 동 위
원회의 프로그램 심의규정(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에 따르면, 수입된 영화 및 기타 TV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받
지 못한 프로그램은 30일 내에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되어야 하
며, 그로부터 10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
러 필리핀 영화나 TV프로그램의 수출에 관해서도 동일한 심의
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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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산업의 성장 전망

가. TV 방송산업의 경쟁력

필리핀은 인구가 약 9천만 명으로 많은 편이나, 1인당 GDP나
경제규모 등에서 아시아 및 ASEAN 역내국가 중 상대적으로 후
진국에 속하는 결과 아시아 및 ASEAN 주요국 중 TV 보유율
(57%)이 인도(43%)·인도네시아(53%)와 함께 50%대로 가장 낮
은 편에 속한다. 또한 TV 보유가구의 수가 약 1천만 가구로 인
구가 적은 호주(760만 가구), 대만(680만 가구) 등의 선진국보다
많아 시장자체의 크기는 상당한 편이나,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
해 TV 방송광고 시장(2007년 5.66억 USD)은 호주(43.8억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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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4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TV 보유가구 및 보유율(2007년 기준)

보유가구
(천 가구)

보유율
(%)

보유가구
(천 가구)

보유율
(%)

호주

7,591

95

뉴질랜드

1,474

95

중국

360,616

81

필리핀

9,902

57

홍콩

2,297

98

싱가포르

1,069

99

인도

91,908

43

한국

17,993

94

인도네시아

31,214

54

대만

6,779

93

말레이시아

4,701

81

태국

16,926

90

국 가

국 가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Asia-Pacific TV(12th Edition).

의 1/8에 불과하며, 최근 방송광소 시장이 크게 위축된 대만(7.07
억 USD)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필리핀은 다수의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국가이자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점에서 Asia-Pacific 지역 중 도시국가(자치구) 성격의
홍콩·싱가포르나 소국인 대만, 뉴질랜드와도 큰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필리
핀은 케이블 TV가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도입되어 활성화되었다
는 점과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수준을 유지하
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가 더 발달되어 있다는 특색을 보이
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상 케이블 TV보다 위성 TV시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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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적인 모델36)로 움직여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PLDT가 케이블TV보다는 위성 TV시장
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될 가
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문제와 불법시청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당분간 케이블 TV나 위성 TV 모두 필리핀을 벗어
나 ASEAN 역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국
인투자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해결하는 한 방편인데, 이를 제
한하고서는 산적한 방송시장의 당면과제를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프로그램 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은 상당한 편이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우수성이라
기보다는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필리핀
출신 해외노동자들의 필리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36) 2007년 인도네시아의 케이블TV 가입자는 약 18만 가구로 29만 가구의 위성
TV 가입자에 비해 적은 규모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2013년경에 21만 가구와
93만 가구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사실상 케이
블TV 시장의 의미가 없으며, 위성TV 가입자는 2007년 현재 225만 가구에 달하
며 2013년경에는 30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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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산업 성장 전망

위성 TV나 IP TV 등이 기존 케이블 TV의 영역을 점차 잠식
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불법시청에
대한 제재 등의 근절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필리핀 케이블
TV 시장의 성장은 매우 더딜 것이다. 위성 TV 시장에 진입한
통신시장 강자인 PLDT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이런 분위기는 더
욱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케이블 TV의 가입자 수가
1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성 TV의 경우에는 다수의 도서 지역으로 구성된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의 성공사례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확장추세가 유
지될 전망이나, 소득에 비해 고가의 수신 장비 및 수신료 부담
등으로 인해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미디어 연
구기관인 Informa Telecoms & Media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즈
음에도 DTH수신가구는 전체 TV보유가구의 약 2%인 23만 9천
가구에 불과할 전망이다. IP-TV는 앞서 설명한 설비제약 문제로
인해 전체가구의 1%이내에 머무를 전망이다.
한편, 필리핀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디지털 TV 방송
으로의 전환에 대한 시급성이 낮은 편이다. 디지털 TV의 보급자
체가 더디기 때문이다. 필리핀 시장에 디지털 TV가 널리 보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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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싼 가입비와 디지털 TV 가
격이며, 방송사업 관계자들 또한 시장 수요가 형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디지털 TV 사업에 투자할 의욕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7년 초에 DTT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필
리핀 정부의 목표가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한 전환
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Informa Telecoms
& Media에 따르면, 2008년 중 DTT 상업서비스가 개시되겠지만,
2013년 말까지도 전체 TV보유가구의 단지 3%만이 DTT 서비스
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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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산업 개요

필

리핀 프랜차이즈산업은 1910년 Singer Sewing Machine
이 처음으로 상품판매권(Product Distributorship) 개념을

시장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10년부터 1965년까지 상품판
매권 계약에 의해 다국적기업들의 필리핀 시장진출이 진행되었
는데, 주요 분야는 제약, 타이어 부문이었다. 1965년 미국계 패
스트푸드 기업인 A&W Rootbeer가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비즈니
스모델이 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후 기업들이
프랜차이즈를 활용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0년 이전까지는 필리핀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은 거의 없
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라는 사업모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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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부족, 현지 정정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침체 등의 영향인 것으
로 보인다. 이후 1990대부터 프랜차이즈가 유용한 비즈니스모델
로 인식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매
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중심으로 1995년에 필리핀 프랜
차이즈협회(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프랜차
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교육실시, 세미나 개최, 산업동
향 연구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 운
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체계화
등 산업발전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6년에는 필리핀
FranCorp. 같은 프랜차이즈 관련기관도 설립되었다.
프랜차이즈협회 설립을 기점으로 필리핀의 프랜차이즈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1995년에 111개였던 프랜차이즈 수는
2007년 993개로 증가하는 등 최근 10여 년간 매년 급격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진출현황을 보면, 1996
년부터 2001년까지는 현지 총 프랜차이즈 수의 50% 이상을 구
성하면서 현지 브랜드보다 수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현지 프랜차이즈들의 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필
리핀인들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2004년부터는 현지 프랜차이즈의 수가 외국계보다 많아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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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업체 증가 추이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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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2008).

었다. 2007년 현재 현지 자생브랜드는 전체 프랜차이즈의 65%
인 646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필리핀의 프랜차이즈산업은 현지 기업들의 성공사례에 고무
된 다른 현지 기업들의 진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프랜
차이즈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
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현지 기업 및 개인들의 프랜차이즈 사
업 진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은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전형적인 소비국가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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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 국가발전도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
다. 따라서 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시장의 잠재력은 여타 저개발
국가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지 소비시장의 근간인 민
간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재외 필리핀인들의 본국 송금액도 연간
140억 USD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7.3%의 GDP 성장을
달성하고 향후 5~6%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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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주요 정책

가. 프랜차이즈산업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필리핀 프랜차이즈산업 진출시 고려해야 할 관계법령은 특허
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민법상 의무 및 계약조항(Civil Code
of the Phils Charter on Obligations and Contracts), 소매업 자유화
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등이 있다. 이 중 특허법과 관
련하여 프랜차이저(Franchisor)는 아래 4가지의 상표(Trademark)
및 서비스표(Servicemark)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매업 자유화법은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의 진출기준을 명확
히 하여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법으로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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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1 상표(Trademark) 및 서비스표(Servicemark) 규정

1) Franchisor는 반드시 필리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되
어 있는 소유자이거나, 이 기관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관련하여 서류 절
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2) Franchisor는 반드시 가맹점 계약서(Franchise Agreement)에 상표 및 서비
스표의 사용권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3) Franchisor는 반드시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성실히
보호해야 한다.
4) Franchisor는 제 3자로부터 침해당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 Franchisee의 권
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USD 이상의 소매업에 대해 외국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매업자유화법은 현지 시장에 경쟁을 도
입하여 현지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측면과 동시에 자국
영세 소매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표 Ⅵ-1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 기준

범 주
Category A
Category B
Category C
Category D

진출 조건
자본금 250만 USD 미만의 소매업
단, 현지인(기업)만 진출 가능
자본금 250만 USD 이상,
750만 USD 이하인 소매업
자본금 750만 USD 이상
(매장 설립비용 83만 USD 이상)
고액, 사치품 관련 소매업
(매장 설립비용 25만 USD 이상)

자료: Philippines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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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득
가능 지분
취득 불가
60% 이하
100% 가능
100% 가능

글상자 Ⅵ-2 필리핀 소매업 법안(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의 주요 내용

제8항. 외국인 소매업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외국인 소매업자도 소매업에
종사할 수 없음.
a) 상기 도표의 B, C군에서의 모기업 순자산은 2억 달러가 되어야 하고, D
군의 모기업 순자산은 5,000만 달러가 되어야 함.
b) 외국 프랜차이즈나 외국회사의 자회사는 모기업이 되는 외국회사의 매장
하나의 순 자산가치가 2,500만 달러가 되지 않을 경우, 5개 이상의 소매
지점 또는 해외점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c) 5년의 소매업 경력이 필요함.
d)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필리핀인 소매업자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국가 외국인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개인은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할 수 있음. 무역산업부(DTI)는 필리핀에서 영업 가능한 외국인 소매업자
들의 기록을 보관하며, 외국인투자가의 모회사가 이 법률조항에 명기된
자본금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함.
* 관련기관：National Economic Research & Business Assistance Center,
Board of Investment(NERBAC, 투자청 내에 있는 센터)
- 주소：Industry&Investments Bldg. 385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 전화：(632) 896-7342
- E-mail：osac@boi.gov.ph
- 홈페이지：http://www.boi.gov.ph/
제10항. 유자격 외국인 소매업자의 금지행위
유자격 외국인 소매업자는 허가된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동 매장이나 손수
레, 영업판매 대리인, 가정방문 판매, 음식점이나 소규모 식료품점 등과 같은
유사 소매행위를 해서는 안됨. 금지행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TI가 차후 규
정한 사항에 따름.
제12항. 제재조항
본 법률안을 위반하는 자는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 페소 이상
200만 페소 미만의 벌금에 처해짐. 조합, 합자회사, 법인의 경우 제재조치는 위
반 책임이 있는 조합원, 대표이사, 이사,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만약 위반자가 필
리핀 국민이 아닐 경우, 형을 마친후 즉시 추방 조치됨. 만약 위반자가 공직에
있을 경우 형은 상기에 명시된 것과 같으며 즉시 직위해제 및 파면 조치함.
주: 소매업 법안(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중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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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 지원정책

필리핀 정부는 1998년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제정을 통해 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법적인 요
건을 갖추었을 경우,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
여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
한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와의 공조하에 기존에 프랜차이즈
를 어떤 분야로 분류하여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해
모호했던 점을 명확히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Arrangement)”로 정의하여 법적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로열티 수수료(Royalty Fee)에 대해서도
기존 매출의 1~3%를 상한선으로 했던 제한을 완화하여 5%까
지로 확대했으며,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책은
사실상 찾기 어려우며, 현지 소규모 사업자의 육성·지원을 위해
Small Business Corp.(SBCorp.)를 창구로 하여 대출자의 신용평가
(BRR)37)를 통해 최대 1천만 페소의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37) BRR(Borrower's Risk Rating)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낮은 수의
등급일수록 신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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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3 대출희망자의 자격조건

1. 대출희망자의 자산가치는 50만 페소 이상, 1억 페소 이하이어야 함.
2. BRR 등급은 5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등급 기준은 필리핀의 신용 관리
등급을 기준으로 함.
3. 사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BRR 등급이 4등급 이상
이어야 함.
4. 대출희망기업은 반년마다 갱신되는 사고발생 가능성 사업자 리스트에 속해서
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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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및 특징

필리핀 프랜차이즈산업의 품목구조는 본격적인 성장 초기인
1995년에는 현지 외식선호문화를 반영하여 식품이 전체의 70%
를 보이면서 중심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다양한 분
야에 프랜차이즈가 도입되면서 점차 아이템의 다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식품분야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 필리핀 프랜차
이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세가 지속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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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필리핀 프랜차이즈 품목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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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2005).

인 중 하나는 현지의 소비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2006년 필리핀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은 가계수입의 48%를 식
품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거 12%, 통신교통 10%, 생활(관리비)
5%, 의류 2% 등의 비중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리핀인들의 지출구조로 볼 때 향후에도 식품분야의 강
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식품 프랜차이즈의 경우 외국계 다국적기업인 맥도날드, KFC,
스타벅스 등은 전체 매장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장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현지 자생 프랜차이즈는
일부 대형화에 성공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매장 규모면에서 외국
계보다 작은 프랜차이즈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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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필리핀 가계지출 분야별 비중

식품

23%기타
식품
48%

의복류
2%

주거(주택)
통신교통
생활(관리비)

5%
생활(관리비)

의복류

10%
통신교통
12%주거(주택)

기타

자료: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2006).

한편, 현지 자생업체 중에서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
즈인 졸리비(Jollibee)의 경우 대표적인 성공모델로서 동종 외국
계인 맥도날드를 매출액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필리핀 해외근
로자들을 타깃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였
다. 또한 Chowking Food, Goldilocks Bakeshop 등도 연매출 5,000
만 USD 이상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2008년 기준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 자료에 따르면 <그림 Ⅵ
-4>와 같이 필리핀 프랜차이즈 총 993개 중 식품이 43%로 가장
많고, 소매업 28%, 서비스업 21%, 교육연수 5%, 기타 3%의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174｜필리핀의 주요 산업

표 Ⅵ-2 식품분야 주요 업체별 매출액
(단위: 백만 USD)

구 분
현지
업체

업 체 명

업계순위 연매출

Jollibee Foods Corp. and Subsidiaries

47

288.38

Chowking Food Corp.

150

98

Goldilocks Bakeshop, Inc

259

56.86

McDonald's(Golden Arches Development Corp.)

83

169.43

1,673

7.4

3,793

2.48

외국계 Yellow Cab Pizza(Yellow Cab Food Corp.)
Mister Donut(Food Fest Inc.)

주: 2005년 기준임.
자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2006); Top 7000 Corporations in the Philippines
(2006~2007).

그림 Ⅵ-4 필리핀 프랜차이즈 품목 현황

교육훈련 5%

3%기타

식품

서비스업 21%

43% 식품

소매업 28%

소매업
서비스업
교육훈련
기타

자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2008).

품목별 경쟁현황을 살펴보면, 식품분야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
고 중저가 가격대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현지 자생 프랜차이즈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부문에서는 외국계가 선진화된 경
영노하우, 앞선 기술력, 체계화된 운영체계 등을 바탕으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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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나.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제 기여도

필리핀은 2007년 기준,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의 54%를 차
지하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은 2003년 기준으로 현지 유통판매업 총 매출액 350억 달러 중
14% 수준인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필리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분석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매출액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프랜
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프랜차이즈산업은 20%대의

그림 Ⅵ-5 프랜차이즈산업의 유통판매 매출 기여도
(단위: 억 USD)

50
13%

프랜차이즈 산업
필리핀전체 유통판매
350
87%

자료: Franchise Corp. Inc(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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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07년 현재
프랜차이즈의 수가 2003년 대비 약 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
고, 최근 프랜차이즈가 대형화 추세에 있어 프랜차이즈 전체의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가 GDP
및 유통판매업에 기여하는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소매업의
고용이 2002년부터 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의 경우, 31년만의 최대 GDP성장률인 7.3% 성장에 힘입
어 소매업 고용도 7.3%로 최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필리핀 프랜
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용은 2007년 현재 약
1백만 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소규모 영세업체
들의 육성을 통해 향후 필리핀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Ⅵ-3 소매업의 고용기여 현황
(단위: 천 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고용

30,250

31,553

31,741

32,688

33,345

33,999

소매업 고용

1,788

1869

1,968

2,077

2,250

2,453

소매업
고용기여도

5.9

5.9

6.2

6.4

6.7

7.3

자료: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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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 방향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도
부진한 편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수출기반도 미흡하여 외
화가득 수단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 및 협회에서
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국민소득수준도 향
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의 대표적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인 졸리비(Jollibee), Bench 등은 내수중심에서 해
외시장으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매
월 해외에서 매출액 대비 5~8%대의 로열티를 받아 외화획득에
도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는 향후 좀 더 많은 현지 프랜차이즈들
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프
랜차이즈산업이 앞으로 5년 내에 주요 외화가득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현지 정부와 협회 중
심의 민간협력을 통해 향후 프랜차이즈의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육성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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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가. 외국계 진출 현황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필리핀 진출은 1995년 47개, 1999년 306
개, 2004년 374개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부
터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도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에 따
라 2006년에 312개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필리핀 경제가 최대성
장을 기록한 2007년에 다시 347개로 늘어났다.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주류는 필리핀과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가 밀접한 미국계로서 2007년 현재 전체 외국계
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에 진출해 있는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그림 Ⅵ-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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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 추이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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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2008).

나.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진출 분야

2007년 현재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분야
는 소매업 및 식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97개사, 소매업 156개사, 서비스업 55개사 등이며, 교육훈
련 및 기타 분야에도 일부 진출해 있다.
1990년대 중반 필리핀 프랜차이즈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
루어지던 시기에는 외국계 및 현지 자생업체 모두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여 전체 프랜차이즈산업의 70%가 식품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발전과 함께 아이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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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은 소매업 분야로의 진출이 활
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Ⅵ-4 필리핀 진출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현황

McDonald's

Starbucks

KFC

Nach-o-Fast

Mister Donut

Little Caesar's

Dunkin Donuts

TGI Fridays

Wendy's

St. Cinnamon

A&W

Auntie Anne's

Pizza Hut

Burger King

California Pizza Kitchen

Kenny Rogers

Outback Steakhouse

Dominos

Italianni's

Sbarro

Little Gym

National Sports Grill

Gymboree

Oliver's Super Sandwich

Sabrett Hotdogs

Subway

5 a sec(Laundry/Dry Cleaning Services)

Shakey's Pizza

Tower Records

ACE Hardware

Sir Speedy

Kodak Express

Chili's

Dairy Queen

Haagen-dazs Ice Cream

Hard Rock Café

New Horizon

Athlete's Foot

Body Shop

Face Shop

Roto Rooter

Coffee Bean and Tea Leaf

자료: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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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7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 분야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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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훈련과 기타 분야는 추정치임.
자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2008).

다. 성공사례 및 요인

필리핀에 진출한 성공적인 외국계 프랜차이즈 모델로는
7-ELEVEN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편의점 업체 중 최고의 실
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향후의 성장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콜센터(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의 거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필리핀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업무를 하는 콜센터와 편의점의 특성이 부합하여 향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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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4 프랜차이즈 업체 성공사례 1: 7-ELEVEN

○ 업체명(국적): 7-Eleven Incorporated (일본)
○ 품목: 편의점
○ 현지 직영점 및 가맹점 수: 194 + 90
○ 본사위치: 7/F The Colimni Tower Otigas Ave,
Near Edsa Mandaluyoing City 1550.
□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1982년에 소매업 면허 취득, 1984년 메트로마닐라 내의 Quezon City에
1호점을 시작으로 1998년 필리핀 내의 프랜차이즈 획득, 현재 메트로
마닐라 내에 195개 지점, 그리고 지방에 89개의 지점을 보유하여 하루
평균 300,000명의 고객을 확보함. 현재 필리핀 편의점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성공요인
1) 설립 당시 필리핀에는 편의점이 없어 24시간 영업이라는 획기적인 개념과
편의성이 현지 시장에 어필함.
2) 회사가 밀접한 지역 혹은 일반 대형 할인매장과 거리가 있는 주택 단지 등
탁월한 입지 선정으로 고정적, 효율적 매출 확보
3) 기본적인 편의점 품목 외에 매장에 사무용품 등 입지에 따른 품목의
최적화를 통해 고객의 다변화 및 이를 통해 매출 신장
□ 비고: 향후 콜센터 등 24시간 업무를 하는 BPO 산업의 발달로 추가적인 매
출성장이 기대됨.

리핀의 BPO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7-ELEVEN과 같은 편의점
의 매출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맥도날드, 던킨
도너츠 등 대표적인 다국적 식품 프랜차이즈의 경우, 졸리비
(Jollibee) 등과 같은 현지 자생 프랜차이즈의 거센 도전으로 인해
기대만큼은 선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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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5 프랜차이즈 업체 성공사례 2: Jollibee Food Corp.

○ 업체명(국적): Jollibee Food Corp.(필리핀)
○ 품목: 패스트푸드, 햄버거
○ 현지 직영점 및 가맹점 수: 250 + 350
○ 본사위치: 5F, Jollibee Plaza 10 Don Francisco,
Ortigas Jr.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졸리비(Jollibee)는 1978년 햄버거 패스트푸드로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인들
의 입맛에 맞는 상품개발과 외국계 프랜차이즈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제
품을 출시하여 현지 시장에서 MacDonald, KFC 등 다국적기업을 제치고 수
위를 점하고 있음.
1994년 피자 사업 진출을 위해 ‘그린위치(Greenwich)’ 브랜드, 1995년 프
랑스풍 커피, 베이커리 업체 ‘델리프랑스(Delifrance)’를 인수했고 2000년에
는 중국 패스트푸드 업체인 차우킹(Chowking)을 인수하면서 사업 확장을 도
모함.
또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 세계 각
국에 진출하여 2007년 12월 현재 전 세계에 1,645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연간 9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보이면서 필리핀의 대표적인 성공 프랜
차이즈로 자리 잡았음.
□ 성공요인
1)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메뉴 개발
2) 타깃 고객층을 겨냥한 적정가격과 제품 디자인
3) 재외 필리핀 국민을 겨냥한 효과적인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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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랜차이즈산업 전망

필

리핀의 인구는 2007년 기준 9천만 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2%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분포

는 Metro Manila내의 Quezon City(220만 명), Manila City(160만
명)와 민다나오섬의 Davao City(100만 명) 등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소매업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
다. 또한 1995년부터 국토의 균형적 산업발전을 위해 전국에 40
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선포하여 수빅자유항(Subic Bay Freeport)과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Special Economic Zone) 등이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있어 소매업의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적 여건을 보면, 필리핀 국민들은 대체로 브랜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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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강하고 미국 등 선진 외래문물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
따라서 문화적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도 프랜차이즈 진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음식 및 문화에 대한 관
심도 높아져 우리기업들의 진출 여건도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필리핀의 경제상황을 보면 2007년 GDP 성장률이 31년
만의 최대치인 7.3%를 기록했으며, 향후에도 5%대의 GDP 성장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쌀값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대부분의 물량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필리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표 Ⅵ-5 필리핀의 소비자 구매력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4.5

4.9

6.4

4.9

5.4

7.3

1인당 소득(USD)

1,019

1,043

1,120

1,253

1,472

1,777

72

76

86

107

128

140

해외근로자
본국송금액(억 USD)

주: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민간소비의 주요 원천임.
자료: BizNews Asia(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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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경우, 연간 140억 USD에 달하는
해외근로자들의 본국송금액을 바탕으로 일정부분의 내수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2000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의 젊은층이 4천 9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
다. 특히 10대 및 20대 등 소비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이 3천만
명으로 비중이 높아 프랜차이즈 시장의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의 성(性)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대체로 1:1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
소 높았던 점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Ⅵ-8 필리핀의 연령대별 인구
(단위: 천 명)
25,000
19,364
20,000

16,966
13,140

15,000

10,477
9,091

10,000

7,493

5,000

0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인구수

주: 2000년 기준임.
자료: Philippine Yearbook(2005).

Ⅵ. 프랜차이즈산업｜187

그림 Ⅵ-9 필리핀의 성(性)별 인구
(단위: 천 명)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0~9세

10~19세

20~29세

남성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여성

주: 2000년 기준임.
자료: Philippine Yearbook(2005).

필리핀의 프랜차이즈산업은 최근 경제호조와 인구 통계적인
시장규모, 현지에서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부 및 기업들의 관
심을 바탕으로 향후 필리핀 소매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
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현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률이 최
근까지 80~9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랜차이
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화되면서 향후 프랜차이즈산업
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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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우리기업의 필리핀 진출 방향
1/
2/

바이오연료산업

3/
4/

자동차산업

TV 방송산업

프랜차이즈산업

對

필리핀 진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필리핀이 1인당 GDP 1천 달러대의 빈국이면서도, 메트

로마닐라 지역의 구매력은 상당하다는 점이다. 인구가 9천만에
이르고, 해외거주 필리핀 국민의 수도 상당하며, 이들이 보내오
는 송금이 GNP의 7%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필리핀 시장의
특성이다. 따라서 고급제품과 일반보급형 제품을 구별하여 분절
된 소비자층에 맞는 진출 전략과 함께 장기적인 시장접근 전략
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시장이 개방된 분야가
많지 않고, 한·ASEAN FTA의 본격적인 관세인하 시점이 조금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는 앞의 Ⅲ~Ⅵ장에서 살펴본 산업들에 대한 진출전략을 산업별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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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산업

필

리핀 경제의 최근 호조와 해외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증
가 지속 등으로 필리핀의 자동차시장은 민간소비 증가

와 함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필리핀 자동차시
장은 현재 일본차가 지배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차 판매가 호조
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자동차 수출과 더불어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등의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한·ASEAN FTA의 상품분야가 발효돼 필리핀 시장 접근
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관련 제품의 수출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필리핀 자동차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리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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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정책과 현지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투자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필
리핀의 자동차산업 및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최근
필리핀 정부가 NMVDP를 통해 자동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하고 있고, 신차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단기적으로는 중고자동차 수입금지와 PhUV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출위주의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리핀
전체 자동차량의 48%를 점유하고 있는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의
대체 수요를 고려하는 직접적인 투자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한·ASEAN FTA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38) FTA를 통해 자동차시장이 2016년 완전 개방되
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 자동차기업들의 ASEAN,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
의 생산·분배 네트워크를 고려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일본
자동차들은 AFTA 이전부터 BBC와 AICO 등을 활용한 투자로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생산·분배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로 인해 일본차
는 필리핀 시장에서 생산과 신차판매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38) 한·ASEAN FTA는 2007년 6월부터 발효되었으나, 필리핀은 2008년 1월부터 발
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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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수입되는 중고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와의 동반진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아웃소싱을 활용하
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3년 공식 출범한 AFTA뿐만 아니라 ACFTA와
조만간 발효될 AJCEP 및 JPEPA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
립해야 한다. 필리핀 시장만이 아니라 각 FTA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2015년 예정된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
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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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연료산업

필

리핀 바이오연료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인
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
우 내수시장을 목표로 진출할 경우 40%의 지분제한으로 인한
소유권 및 경영권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는 적극적인 진출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계기업들은
주로 원자재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을 목적으로 한 진출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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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외국기업이 필리핀 바이오연료 사업에 진출할 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진출로
한정되고 있으며, 내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40%의 지분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
율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을 생산거점으로
하여 동남아 및 기타 시장에 수출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편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필리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믿을만한 파트너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때는 유력한 현지 대기업과 합
작 또는 제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신뢰도가 높고 경영
능력, 현지 對정부 및 노사관계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현재 기업들 간 양극화가 심각하여 소수의 대기업들
이 경제력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의 성
장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잠재파트너가 제한적
이기 때문에 파트너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
론적으로 현지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
전조사 및 전략수립을 통해 필리핀 시장 진출의 목적과 목표시
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합작투자로 진출할 경우 현지 적
정파트너 발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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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V 방송산업

필

리핀 GMA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방송
된 대장금은 무려 40%의 시청률과 59%의 시청점유율

을 기록하는 등 우리문화를 알리는 데 첨병 역할을 했으며, 아
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900만 달러가 넘는
판매수익을 기록하여, 수출만으로도 제작비 전액을 회수하는 성
과를 거둠으로써 국내 TV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패러다임을 변
화시켰다. 방송 콘텐츠 상품은 상품특성상 수출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대장금 한편의 드라마 수출만으로
도 자동차와 같은 일반상품의 1억 달러 수출에 견줄 만하다. 한
편, KBS의 해외방송채널인 KBS 월드가 필리핀에서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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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케이블 TV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한다. 드라마 위주
의 프로그램 공급에서 벗어나 채널 공급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방송콘텐츠 산업이 갖는 경제·사회·문화적 중요성
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우리 미디어 기
업들의 방송콘텐츠 수출전략은 아직까지 근시안적이거나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39) 아시아 지역의 시청자들이 서
구문화에 식상해하면서 문화적 유사성과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TV 방송 프로그램이 빠르게 자리 잡았으나, 점차 한
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방송콘텐츠 시장은 문화별,
언어별, 지역별, 인종별, 그리고 종교별로 분절되어 있으므로, 우
리나라 방송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부터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권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
를 개발하고, 드라마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공감대와
접근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나 만화영화 등의 장르에
39) 우리 기업은 여전히 내수형 제작에 안주하여 있는 모습이고, 방송콘텐츠의 해
외수출도 ‘국내 방영 후 부대수익 창출’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출 현장은 다큐멘터리, 만화영화 같은 전략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로지 드라마에 의존하여 ‘아시아권 중심의 수출’이라
는 구조적 한계 속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자화자찬과 자기 과시 속에 우리 콘
텐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요소들이 흔들리며 산업기반은 멍들고
있고 이 와중에 한류열풍에 자극받아 잠재 경쟁국들의 맹추격은 본격화되고
있다(월간 방송문화(2006), ｢방송프로그램·수출과 마케팅 전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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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편, 거래가격은 방송콘텐츠를 수입하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
이 좌우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수출가격은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적어도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경제력이 최빈
국 수준으로 낮고, 우리와 상이한 문화·언어·종교적 배경을
지녔다는 점에서 높은 판매가를 통해 단기간에 승부를 내겠다는
성급함은 자칫 시장자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여 선별적으로 수출하고, 필리핀 방송사 등 ASEAN
의 유력방송사들과 공동제작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상품의 해외수출에 있어서는 당장의 금전적인 효과
이외에 경제 외적인 부대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양국 방
송프로그램의 효과적 교류를 위한 양국 정부간 교류협정(MOU)
체결, 공동제작 및 상대방 국가 연예인 캐스팅, 제작비 공동 투
자, 양국을 소개하는 고정 프로그램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문화정책의 비전 실현을 위해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한바, 목표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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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마련 및 시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드라마와 기업광고를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창
출하고 일반상품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확대재생산 모델을 창출
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광고 등에 관한 방송규제정책 재정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문화의 전파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은, 단순
한 프로그램 수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통해 채
널을 확보하거나 외국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외국의
채널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 소유
가 불가능하므로 아직까지는 KBS월드와 같이 필리핀 플랫폼 사
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필리핀의 채널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확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송과 이
동 방송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앞선 기술
을 보유한 지상파 DMB 기술의 해외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방송장비나 단말기 및 디지털
TV 등의 추가적인 필리핀 수출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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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랜차이즈산업

필

리핀 프랜차이즈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
은 현재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경에는 성숙기

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진출 시기는 성숙
기에 접어들기 전인 2010년 이전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까지 프랜차이즈 성공률이 80% 이상을 기록하
면서 프랜차이즈가 유망한 사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시장참여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경쟁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시 유망 아이템 및
진출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필리핀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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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진출 유망분야

ㅇ Business Service
ㅇ Security Service

ㅇ Cosmetics & Toiletries
ㅇ Maintenance & Cleaning

ㅇ Printing & Electronic
Publishing
ㅇ Food & Beverage
ㅇ Car Service & Accessories
ㅇ Health Sevices

Services
ㅇ Laundry Service
ㅇ Hotels & Motels
ㅇ Retail

자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2008).

리핀에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11개 분야는
<표 Ⅶ-1>과 같다.
현재까지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진출형태는
대체로 직영보다는 현지 프랜차이지(Franchisee)와의 계약을 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Starbucks는 필리핀 항공과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Rustan’s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Ministop과 Topman
& ship은 필리핀 항공사, 백화점, 시네마, 금융, 건설, 미디어 등을
소유하고 있는 Robinson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현재까지도 정치, 경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교
적 높고 현지문화 적응문제, 인력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직영보다는 계약에 의한 간접진출을 선호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현지진출의 각종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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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은 아로요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외국인투자에 우
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
다. 그러나 현지 부패의 만연, 정책의 일관성 부재, 2010년 대통
령 임기 만료에 따른 대선 등 각종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와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위험관리, 투
자수익 제고 방안을 수립한 후에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편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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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바이오연료 생산관련 기관 및 기업체
1-1. 해당 산업 유관기관：없음
1-2. 해당 산업 주요업체
1) Name：CHEMREZ, INCORPORATED
Add：65 Industria St., Bagumbayan,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l：(63-2) 635-0696/635-0703
Fax：(632) 637-6099
http://www.chemrez.com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2) Name：SENBEL FINE CHEMICALS
Add：20/F, Richville Corporate Tower 1107, Alaba ng-Zapote Road, Madrigal
Business Park Alabang, Muntinlupa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l：(632) 809-6101~02
Fax：(632) 809-6116
http://www.senbel.com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3) Name：ROMTRON PHILIPPINES
Add：Purok Aguila, Bgy. Anahao, Odiongan Romblon Province, Philippines
Tel：(6342) 567-5272
Fax：(6342) 567-5272
http://www.senbel.com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4) Name：PURE ESSENCE INTERNATIONAL, INC.
Add：No. 4 Avis St., Bagong Ilog,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l：(632) 671-7708~10
Fax：(632) 671-0411
http://www.pure-essenc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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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5) Name： FREYVONNE MILLING SERVICES
Add：No. 33 Juan Dela Cruz cor. Bayanihan Sts, Toril, Davao City,
Philippines
Tel：(6382) 491-1831
Fax：(6382) 291-0621
http://Under construction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6) Name：GOLDEN ASIAN OIL INTERNATIONAL, INC.
Add：No. 4 Avis St., Bagong Ilog,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l：(632) 671-1115
Fax：(632) 671-1234
http://www.goldenasianoil.com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7) Name：ML HOLLY COCO INDUSTRIAL COMPANY, LTD.
Add：Sitio Basmin, Brgy. Domoit, Lucena City, Philippines
Tel：(632) 937-0924/937-0926
Fax：(632) 937-0931
http://NA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8) Name：RASZA AGRO PRODUCE CORPORATION
Add：Km. 89.8 Maharlika Highway, San Antonio, San Pablo City, Laguna,
Philippines
Tel：(6349) 573-6364
Fax：NA
http://NA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9) Name：BIOENERGY 8 CORPORATION
Add：Unit 96, 9/F Columbia Tower, Ortigas Ave, Mandaluyong City,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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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la, Philippines
Tel：(632) 721-0175
Fax：(632) 723-3379
http://NA
Activities：바이오디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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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바이오연료 사업의 선두주자 ‘Chemrez’의 사업 현황

1) 회사 개요
- 업체명(국적)：Chemrez Technologies (필리핀)
- 품목：바이오디젤, 화학제품, 건설 등
- 본사위치: 65 Industria St., Bagumbayan,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2) 사업 개요
- Chemrez Technologies(이하 챔레즈)사는 화학분야(첨가제, 페인트, 잉크)
의 기업이었으나 바이오연료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에 역량을 투입하여 현재 필리핀 코코디젤(Coco-biodiesel) 최대 생
산업체로 부상함.
- 2008년 1월 기준 챔레즈사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6만 MT(Metric
Ton:1MT=1000kg)이며, 실제 생산량은 3만6천 MT(Metric Ton)으로
필리핀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의 55%를 점하고 있음.
-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챔레즈사는 바이오연료 시장의 성장에 따라
2백만 USD를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9만 MT(Metric Ton)까지 늘릴 계
획이며, 수출에도 중점을 두어 유럽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
- 챔레즈사의 2007년 1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순익이 7천만 페소(약 170
만 USD)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7배로 급증한 것으로 향후 정
부정책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매출 및 순익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 챔레즈사는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독일기업인 Lurgi Lifesciences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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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도입하여 생산, 엔지니어링, 공정 등 프로젝트 자문을 받고 있
음.

3) 마케팅 전략
- 챔레즈사는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면서 지배적인 점유자가 되기 위해
현재의 생산량, 유통망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또한 연료 효율성, 엔진성능 향상 등 바이오 디젤 사용의 이점
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선두기업(Leading company)으로서의 이미
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
- 내수시장보다도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
고 있는 챔레즈사는 현재 내수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을 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해외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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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프랜차이즈산업 주요 유관기관 및 기업체
1-1. 해당 산업 유관기관 (협회, 조합 등)
1) Name：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
Add：701 OMM-CITRA Building San Miguel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687-0365~67
Fax：(63-2)687-0635
http://www.philippinesfranchiseasscociation.com
Activities：프랜차이즈 관련 정보공유,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컨설팅, 대정
부 정책건의 등
2) Name：FranCorp.(Franchise corporation)
Add：SEC Building, EDSA, Greenhills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638-3149/50
Fax：(63-2)638-3141
http://www.francorp.com.ph
Activities：프랜차이즈 관련 교육, 세미나개최, 프랜차이즈 설립 지원 컨설
팅 등

2-1. 해당 산업 관련 업체 리스트
1) Company Name：MISTER DONUT
Add：7/F, 80 Roces Avenue, Diliman,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373-1234
Fax：(63-2)373-1234 loc. 3301
Total unit(Franchise)：1387(1351)
http://www.misterdonut.ph
Activities：도너츠 등 제과류, 커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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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any Name：MERCURY DRUG CORPORATION
Add：7 Mercury Avenue, cor. E. Rodriguez, Jr. St.,
Bagumbayan,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911-5041
Fax：(63-2)912-6350
Total unit(Franchise)：700
http://www.mercurydrug.com
Activities：의약품
3) Company Name：JOLLIBEE
Add：5/F, Jolibee Plaza 10 Don Francisco Ortigas Jr.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688-7128
Fax：(63-2)688-7125
Total unit(Franchise)：600(350)
http://www.jollibee.com.ph
Activities：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4) Company Name：JULIE'S BAKESHOP
Add：C. Padilla St., Duljo - Fatima, Cebu City, Philippines
Tel：(63-32)261-7117
Fax：(63-32)261-3326
Total unit(Franchise)：526(516)
http://www.juliesbakeshop.com.ph
Activities：제과류
5) Company Name：KODAK EXPRESS
Add：2247 Chino Roces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810-0331
Fax：(63-2)843-1476
Total unit(Franchise)：500(470)
http://www.kodak.com.ph
Activities：필름, 배터리 등 사진관련 제품 소매

214｜필리핀의 주요 산업

6) Company Name：MONTEREY MEATS
Add：17/F, JMT Corporate Condo, ADB Ave., Ortigas,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702-5844
Fax：(63-2)914-8750
Total unit(Franchise)：385
http://www.montereyfoods.com
Activities：육류
7) Company Name：BENCH
Add：2241 Tolentino St., Pasay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887-2311
Fax：(63-2)844-8150
Total unit(Franchise)：383(54)
http://www.benchtm.com
Activities：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8) Company Name：AQUA SOFT WATER REFILLING STORE
Add：5/F Kiing Center Bldg., #57 Sgt., E.Rivera St., Manresa,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366-9805
Fax：(63-2)366-9805
Total unit(Franchise)：364(356)
Activities：식수공급
9) Company Name：CRYSTAL CLEAR WATER STORE
Add：369 Dr. Sixto Antonio Ave., cor., Sandoval Bridge, Maybunga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642-3448
Fax：(63-2)640-4908
Total unit(Franchise)：359(350)
http://www.crystalclear.com.ph
Activities：정수기 및 식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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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pany Name：7-ELEVEN
Add：7 & 11/F, Columbia Tower, Greenhills, San Juan,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705-5212
Fax：(63-2)705-5229
Total unit(Franchise/Service Agreement포함)：319(172)
http://www.7-eleven.com.ph
Activities：편의점
11) Company Name：WAFFLE TIME, INC.
Add：63 San Luis St., Pasay City, Metro Manila, Philippine
Tel：(63-2)550-9912
Fax：(63-2)552-9208
Total unit(Franchise)：310(108)
http://www.waffletime.com
Activities：와플, 제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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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업 현황

□ 패스트푸드 업계의 전설 “졸리비(JOLLIBEE)”
1) 회사 개요
- 업체명(국적): Jollibee Food Corp.(필리핀)
- 품목: 패스트푸드, 햄버거
- 현지 직영점 및 가맹점 수: 250 + 350
- 본사위치: 5F, Jollibee Plaza 10 Don Francisco, Ortigas Jr.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2) 사업 현황
- 졸리비는 1975년 영세 중국계 사업가가 2개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햄버거를 팔면서 시작된 회사로, 현지인들의 맛과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과 가격정책, 효과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
으며 현재까지 업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졸리비가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시기인 1981년에 맥도날드가 필리핀
에 진출하면서 존망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제품 경쟁력과 필리핀인
들의 애국적 정서에 힘입어 맥도날드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
- 졸리비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1984년 연간매출 5억 페소를 돌파하
면서 필리핀 100대 기업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1989년 10억 페소 돌
파, 1993년에는 패스트푸드 업체로는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됨.
- 현재 졸리비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서 매출액
과 인지도면에서 MacDonald, KFC, BurgerKing 등을 넘어섰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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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재외필리핀 노동자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함.
- Jollibee Food Corp.는 현재 국내외를 포함 전 세계에 그룹 전체 기준으
로 1,645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0억불 이상의 매출을 달
성하고 있음.

3) 사업 전략
- 품질경영
ㅇ 현지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품질면에서 경

쟁상품에 비해 앞서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출시
-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 및 프랜차이즈 활용
ㅇ 졸리비가 단기간 내 외형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인수합병과

프랜차이즈로, 1994년 피자 사업 진출을 위해 그린위치(Greenwich), 1995
년 프랑스풍 커피·베이커리 업체 델리프랑스(Delifrance)를 인수했고,
2000년에는 중국 패스트푸드 업체인 초우킹(Chowking)을 인수하였음.
ㅇ 또한 국내 매장 확대를 위해 프랜차이즈를 활용하면서 단기간 내 급성

장이 가능하였음.
- 해외진출 확대
ㅇ 졸리비는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재외 필리핀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대

상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함. 필리핀은 과거 식민지 경험, 국민정서
상 해외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향수가 짙어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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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음.
ㅇ 이런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현재 6개국에 23개

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에 4천 개의 매장을
갖추고 연매출 50억불의 다국적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4) 장단점
- 장 점
ㅇ 필리핀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 능력이 뛰어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는 제품경쟁력이 우수함. 이는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도 시장공략이 가능하게 함.
ㅇ 또한 현지 성공신화가 되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프랜차이즈를 활용

하여 최대의 전국적인 매장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 단 점
ㅇ 현재까지는 주요 고객층이 필리핀인들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들의 선

호도가 낮음.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으며 다국적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효과적인 판촉 전략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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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BENCH)’ 실용패션의 선두
1) 회사 개요
- 업체명(국적)：Suyen Crop.(필리핀)
- 품목：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바디케어제품
- 현지 직영점 및 가맹점 수：329 + 54
- 본사 위치: 2241 Tolentino Street, Pasay City

2) 사업 현황
- 필리핀에 다양한 의류브랜드(특히 남성브랜드)가 없었던 1980년대
RTW(Ready-to-Wear) 디자인을 시작으로, 필리핀의 상업 중심지인
Makati에 위치한 쇼핑몰(Shoemart Makati)에 첫 매장을 오픈함.
- 제품의 컨셉트를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하게”로 잡아 경
량원단으로 신축성과 편안함에 비중을 두었고, 화려함보다는 심플한
컨셉과 디자인을 앞세워 중급 쇼핑몰을 중심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공략함.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급 쇼핑몰로 확장함과 동
시에 액세서리, 화장품, 바디케어제품까지 상품을 다양화함.
- 또한 해외시장에도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여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두바이, 캐나다 등에 진출하고 있음.
- BENCH는 2005년 기준으로 연매출액 2천 3백만 달러를 세워 필리핀
기업순위에서 82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 2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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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전략
- 고객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설계
ㅇ 현지 소비층의 구매력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용적 제품설계를

위한 컨셉을 설정.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제품”의 컨셉
트로 오래 입을 수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하여 중저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함.
- 효과적인 사업 확장
ㅇ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매장확장 방법으로 프랜차

이즈를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단기간에 매장 수를 확장하여 매출증대
및 브랜드 제고를 이룸.
ㅇ 또한 향상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장품, 액세서리 등의 시장에

도 진출하여 판매상품을 다변화하여 매출확대에 기여함.

3) 장단점
- 장 점
ㅇ 중저가의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를 통해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

으며 아이템 다변화를 통해 매출에서의 상승효과가 기대됨.
- 단 점
ㅇ 가격에 민감한 현지 시장여건상 고객층의 충성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며,

경쟁자의 진출여부에 따라 시장 수성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부록 4｜221

저자약력

필리핀의 주요 산업

배희연(裵嬉娟)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現,
E-mail: hybae@kiep.go.kr)
정재완(鄭在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現,
E-mail: jwcheong@kiep.go.kr)
박병국(朴炳國)

KOTRA 마닐라무역관 차장(現, E-mail: bgpark@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