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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리핀 국가의 정치ㆍ경제동향, 노동정책 및 시장동향,

고용관련 제도, 외국인력 정책, 교육제도, 비자제도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담당기관, 도입 프로세스, 외국인 비자발

급 비율 및 현황, 최근 정책변화 및 이슈 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필리핀

국가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특화모델 및 전략을 개발하여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필리핀의 경우 현지 기초조사 및 문헌자료를 근거로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필리핀의 취업 유망직종인 호텔서비스, 화장품 , 금융업 등과 함께 최근

해외취업 전망이 높은 BPO 백오피스 분야의 전문직,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관광/

레저 보디가드 에이전트, 금융보안 엔지니어 등 4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특화모델 개

발 및 진출 전략을 모색하였다.

3. 결론 및 제안사항

외국계기업인 BPO, 필리핀은 관광, 헤어메이크업, 금융보안 서비스 중심의 직종

이 발달되어 있어 진출이 용이하다. 연구결과 모델별 진출경로, 취업처, 근로조건,

필요자격 등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인 인력진출 모델을 수립하였다. 중장기적인 해외진

출모델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산업특성으로 고려하여 특화모델 개발과 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동남아 국가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모델을 선정하고 적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중장기적인 경력관리 모

델을 개발하여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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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019년 필리핀의 경제시장 전망은 지난 5년간 유지한 6% 후반 대 성장으로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 후반에서 최대 7%의 고성장이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근로자 송금을 토대로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심리가 확대 될 전망이다.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 국가 특성상 해상레저 및 관광분야의

산업이 발달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인 방문객 수는 81만 5,683 명으로 1위 고수하고 있으며 관

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서비스 분야 직종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필리핀은

최근 폭탄테러와 한국인 관광객의 피살로 범죄와 치안문제가 큰 국가이다. 그래서 필

리핀은 관광 및 치안범죄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직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필리핀은 과거의 콜센터 직종에서 회계, 인사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BPO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다국적기업 진출로 회계, 인사관리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디자인, 법률, 조달 등 전 산업에 걸

쳐 기술지원 및 직종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향후 유망직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필리핀은 헤어미용은 뷰티산업의 인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헤어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마사지와 더불어 비만 조절 기계 및 미백 등을 부가 서비스 분야로 토

탈 헤어메이크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필리핀은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분제도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계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IT기술인력 확보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신분확인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신분 확인 절차가 간단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금

융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며 특히 인터넷 및 핀테크 기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성

화 되면서 IT분야의 금융보안 엔지니어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해외진출을 위한 특화모델 및 전략을 개발하여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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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경제, 정치, 비자제도, 기업

진출 동향, 최근 채용정보, 현지 인터뷰 등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특화모델과 전

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순 해외취업에서 벗어나 직종간 융합, 현지 기업과의 협약 등의 형태로 사람이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청년들이 진출하

고자 하는 다양한 양질의 직종별 정보제공과 글로벌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의 해외진출 특화모델은

국가의 특성에 따라 유망분야의 직종을 선정하여 현지 기업과 협약을 통한 진출, 직

종 간 융합을 통한 진출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대할 수 있는 역량과 지원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필리핀 해외취업을 위해서는 영어권 국가 특성에 따라 영어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분야에 경력자를 선호한다. 또한 진출 모델별 실무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

에 산학협력, 역량개발을 위한 장기실습, 인턴십을 통한 진출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특화모델은 기초자료와 현지 인터뷰 자료,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

별 산업특성과 진출프로세스, 자격, 필요역량, 근로조건, 지원방안,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특화모델 및 진출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수행 및 방법

첫째 기초조사 부분의 경우에는 필리핀 국가의 정치ㆍ경제동향, 노동정책 및 시장

동향, 고용관련 제도, 외국인력 정책, 사회보장제도, 비자제도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

인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담당기관, 도입 프로세스, 외

국인 비자발급 비율 및 현황, 외국인 근로자 추이, 최근 정책변화 및 이슈 등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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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인력 수요조사 및 해외진출 사례조사 부분에서 필리핀의 경우 매년 인

력부족 직종과 취업 유망직종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필리핀의 유망 직종으로는 호

텔서비스, 화장품 , 금융업 등과 함께 최근 해외취업 전망이 높은 BPO 백오피스 분

야의 전문직,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관광/레저 보디가드 에이전트, 금융보안 엔지

니어 등이다.

셋째, 특화모델 및 진출전략 연구 부분의 경우 필리핀 국가를 중심으로 유망분야

의 직종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진출유형 및 경로와 지원 및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특화직종과 관련된 직종도 함께 탐색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현지 기초조사 및 문헌자료를 근거로 필리핀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 필리핀의 최근 해외취업 전망이 높은 관광서비스, BPO 전문분야, 금융IT,

헤어메이크업 분야 등 4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유망 직종을 선정하여 특

화모델 개발 및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해외 우수사례 조사 부분에서는 현지 인터뷰 조사 및 현지 연구자 연계조사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해외진출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

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호텔서비스, 한국어 강사 등 필리핀에서 현재 한국인이

진출하여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의 2가지 직종을 우수사례로 선정

하고자 한다. 이들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동기, 현재 취업한 직종에 대한 소

개, 취업준비 과정, 해외취업 노하우, 해외취업 적응을 위한 Tip 등을 중심으로 자

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다섯째, 해외진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뱡향 및 개선방안으로는 해당 국가의 해외진

출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필리핀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는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경력을 쌓도록 해야 하며 장기간 취업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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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조사

1. 국가 현황

 가. 국가 개요 

1) 국명

필리핀의 공식적인 국가 명칭은 ‘필리핀 공화국’이며, 영어로는 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고 현지어로는 Republika ng Philipinas이다.

2) 위치

필리핀은 아시아 대륙의 동남부 및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해있으며 국토의 전부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위 4도 23분-21도 25분, 동경 116도-127도에 위치해 있

다. 그리고 필리핀은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바다를 사이

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그림 Ⅱ-1] 필리핀의 위치 [그림 Ⅱ-2] 주요 섬과 도시

3) 면적과 인구

면적은 약 30만㎢(한반도의 1.3배)이며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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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은 이름 없는 암초이거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개 정도

이다. 필리핀의 인구는 약 106,512,000명이다. 이는 세계 13위에 해당되고 동남아

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에 해당된다.

4) 수도와 주요지역 

필리핀은 크게 메트로 마닐라가 위치한 루존(Luzon)지역, 많은 섬으로 구성된 비

사얀(Visayan) 제도, 남부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Mindanao)의 세 지역으로 나

누어진다. 이는 종족·언어와 같은 문화적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리적 구

분에 의한 것이다.

수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면적 611.69㎢

인구 1,200만명

위치
필리핀 루손섬. 동경 121°00′ 북위
14°35′

시간대 UTC+8

지역어 타갈로그어

설립 1574년 6월 10일

하위
행정구역

주(州)로 구성되는 타 지방과 달리 4개
구로 나뉘고 이 구는 중심 구(Capital
District)의 수도인 마닐라를 비롯해
16개의 도시와 1개의
군(municipality)로 구성

<수도 메트로 마닐라에 대한 기초정보>

민다나오는 필리핀군도 중에서 두 번째로 크며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역사적으

로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기 이전부터 강력한 이슬람 술탄이 지배하며 주변

왕국들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수행하기도 한 지역이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태풍의

[그림 Ⅱ-3] 메트로 마닐

라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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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기온이 온화해 각종 열대과일을 생산하기에 적절함은

물론, 수산자원도 풍부해 필리핀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과일과 생선이 이곳에서 생

산된다. 이와 같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다나오는 필리핀에

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고 빈곤하며, 테러와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지역으

로 알려져 있다. 그 밖의 주요 섬으로는 양대 섬 사이에 있는 비사얀 제도의 7개 섬

(사마르, 파나이, 레이테, 세부, 보홀, 마스바테, 네그로스) 및 민도로, 팔라완 섬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도시는 세부이며, 한국인들의 주 관광지이기도 하다.

지역 세부 주에 속한 메트로 세부

면적 315㎢

인구 866,171만명

위치
필리핀 비사얀제도. 동경
123°54′, 북위 10°18′

시간대 UTC+8

지역어 세부아노

설립 1565년

하위
행정구역

세부 지방은 16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섬은 막탄과 말라파스쿠아,
반타얀, 카모테스 등

<세부(Cebu City)에 대한 기초정보>

5) 기후

필리핀은 국토의 대부분이 고지대로서 높이 1,200∼2,400m의 산지이며 평지가

적다. 기후는 전반적으로는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이며, 일부 산악지대는 비교적

쾌적한 산지기후를 보이고 있다. 고온다습의 아열대성 기후는 건기(11~5월)와 우기

(6~10월)로 구분한다.

[그림Ⅱ-4] 세부 주(州)와

세부(Cebu City)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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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족과 언어

필리핀의 인종은 여러 종족간의 혼혈이지만 말레이인이 95.9%이며 중국인이

1.5%, 기타(네그리토/인도네시안/메스티조/모로 등)가 3%이다. 종교로는 가톨릭

(83%)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 밖에 기독교(9%), 이슬람교(5%) 및 기타 종교가

존재한다. 언어로는 영어(공용어)와 타갈로그어(필리핀어)기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일

부 지방 토착 언어가 사용된다. 오늘날 영어 사용 인구는 45%이며 1946년 독립 이

래 국어(國語)가 된 필리핀어에 버금가는 보급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한 이래 교육도 널리 보급되었다. 초등교육 기관 중 최초의 2년 동안을 제외하

고는 주로 영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코트라, 2018).

7) 화폐 및 환율 

화폐는 필리핀 페소(PHP)가 쓰인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1페소는 약 21.25

원에 해당된다. 필리핀 페소는 2015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증시 폭

락 등의 여파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 대비 페소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 이후 두테르테 정권의 강성 발언 및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로 3억 달러가 넘게 필리핀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017년 달러화대비 평균 환

율은 1달러=50.40 페소를 기록했다.

2018년 들어 페소화 가치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6월에는 1달러 당 53페소 대를

돌파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인 페소화 약세를 통해 수출 부양 등을 모색하고 있

으며 외환보유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페소화 가치를 강화하는 별도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8) 한국과의 외교·정치적인 관계

필리핀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승인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1949년 3월 3일 정식으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50년 9월에는 유

엔군의 일원으로 6·25전쟁에 7,420명이 참전하여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

상하였다. 1954년 1월에 주한 공사관·주필리핀 공사관이 각각 설치된 뒤 195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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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양국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양국 간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외교가 빈번한 편이며,

유엔에서 필리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양국 간의 전

통적인 우호 유대관계는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으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2003년에는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이 방한하였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

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필리핀 두테르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코트라, 2018).

나. 정치·경제동향

1) 정치동향

필리핀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화제 정부형태를 취한다. 필리

핀은 1565년부터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1943년에는 일본에 점령

을 당했으며,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 후 외교는 1960년대까지 친미(親美)

외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필리핀은 1966년에는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였고,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도 가입하고 있다.

필리핀의 대통령 선출방법은 국민의 직접선거 방식이며, 임기는 6년 단임 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행정부는 19개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정식 장관 명칭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된

다. 입법부는 양원제로서, 상원 24명, 하원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였으

나, 마르코스 정권의 장기집권기간 동안 부정부패로 인해 국가발전이 정체되었다.

2) 최근 정치 동향

현재 로드리고 두테르데(Rodrigo Duterte) 대통령이 2016년 5월 베니그노 아

키노(Benigno Aquino) 대통령 후임으로 선출된 이후 행정부와 국회를 빠르게 장악

하였다. 그는 취임 이후 특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민다나오 남부지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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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민다나오 지역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

었으나 2차 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의 이주로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도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반군의 통제

아래 있다. 필리핀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테러위협과 정치적 불안 해소를 위해 반군

들과의 평화 협상 체결에 노력하고 있다.

3) 경제동향

(1) 경제성장률 

최근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거시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호조와 민간 및 공공 투자 증가가 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다. 나아가,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필리핀 경제가 향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경제전망 또한 매우 밝다.

2018년 필리핀 경제는 2017년에 비하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6.5%로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2018년 필리핀에 대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6.8%, 세계은행 6.9%, 이코노미스트(EIU) 5.7% 등이다. 2018년 세계경제와 무

역의 회복으로 인해 필리핀의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액 증가 및 수출증가가 경제성

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 두테르데 정부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재정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중앙은

행 역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설업 시장은

향후 수년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통계청(PSA)에 의하면, 2018년 명목 GDP는 3,355억 달러로, 2017년

3,127억 달러에 비해 약 7.3% 증가하였다. 그리고 1인당 명목 GDP는 3,150달러

로, 2017년 2,981달러에 비해 약 5.7% 증가하였다. 나아가, 피치(Fitch)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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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에 거시경제 안정, 세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대 등을 배경으

로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 악재의 영향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타 주변국이 성장률 예측

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코트라, 2018).

[그림 Ⅱ-5] 필리핀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Business World

(2) 한국과의 무역·경제적인 관계 

2017년 기준 필리핀에는 KOTRA를 비롯하여 국제상사·한일개발 등 다수의 업체

가 진출해 있으며, 약 8만 9000명의 한국 교민과 체류자가 있다. 교민단체로는 재

필리핀한인회·재필리핀한국부인회·재필리핀한국유학생회가 있으며, 한국전참전필리핀

군용사회·비한협회(比韓協會)·한비친선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외국인 체류 비

율 중 필리핀인은 약 2.9%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

다. 그리고 등록 외국인 가운데 필리핀인은 3.9%로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3위에 해

당된다(법무부, 2017).

1990년대 들어 한국 대기업의 직접투자 및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증가에 따라 필

리핀 내 한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소자본 개

인사업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유학생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액은 2017년 기준 83억 3000만 달러로 주 수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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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석유제품과 반도체 등이며, 수입액은 32억 5000만 달러로 주로 과실류, 중간재

등이다. 2017년 기준 한국제품의 필리핀 수입시장 점유율은 8.11%를 보이고 있으

며 이는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수출성장률이 둔

화되고 있어 현재 전자기기, 석유제품이 견인하고 있는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대외정책연구원, 2013).

(3) 주요 산업들의 성장 

최근 필리핀 정부는 관광 진흥, 농업 발전, 인프라 확충 등의 공공정책에 우선순위

를 두고 있다. 관광 진흥을 위해 부족한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세부와 마닐라 등 대

도시의 대중교통 개선, 적정 가격의 호텔 공급, 관광객을 위한 충분한 상수도 공급시

설 완비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들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은 풍부한 강수량과 2모작

이 가능한 따듯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부족으로 쌀 수입국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한 관개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 활성

화를 위하여 지방도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격적인 인프라 확대 추진은 철강

등 각종 원부자재와 건설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수출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마약과의 전쟁, 무슬림과의 대립 등 정치적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내수와 아웃소싱산업(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을 포함한 서비스업

의 호황으로 투자유치 확대 등 정부 주요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

가상승 억제,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안정적인 경제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성장

호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코트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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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주요 경제지표

(4) 필리핀 경제성장의 한계점과 경제협력 방안 

필리핀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국내투자보다는 해외거주노동자(OFW; Overseas

foreign workers)의 송금액에 힘입은 내수소비 주도의 경제성장 패턴에 대한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다. OFW 송금액은 대부분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아닌 국내소

비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만을 가져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리핀 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 된 경제구조, 취약한

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6.1 6.9 6.7 6.8(1분기)
1인당 GDP US$ 2,878 2,951 - -
명목 GDP US$ 2,927억 3,049억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1.7 1.8 2.9 4.6(5월)

민간소비증가율 % 6.9 7.0 8.8 9.4(1분기)
실업률 % 5.8 6.6 5.7 5.5(4월)

수출실적 US$ 588억 574억 687억
138억 4,000만

(4월)

수입실적 US$ 710억 841억 960억
87억 3,000만

(4월)

무역수지 US$ -122억 -267억 -273억
51억 100만

(4월)
외국인직접투자

(FDI)
US$ 56억 82억 100억 -

성장금리 % 6.20 3.92 - -

환율 US$ 45.50 47.49 50.40
53.12(6월

14일)

자료: World Bank, 필리핀중앙은행, 재무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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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그리고 낙후된 농업 시스템이다. 특히나, 만성적인 실업률이 계속되면 ‘고용

없는 성장’의 패턴이 고착화될 수 있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

율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

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

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대

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

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 부문에 있어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

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

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

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외교부, 2017).

(5) 인프라 구축

앞서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먼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공지출을 늘

려 신규 고용 창출과 소비지출 증가를 꾀하고 있는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

며, 부패 척결·세수 확대를 위한 경제개혁 추진 성과로 국가경제의 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Ninoy Aquino 국제공

항, 마닐라 버스노선(BRT) 연장 등을 포함한 36억 달러 규모의 9개 인프라 프로젝

트를 승인하였다. 통상 수개월 걸리던 승인절차가 40일 내외로 단축된 것은 두테르

테 정부가 인프라 개발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

례이다(필리핀 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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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특징 

필리핀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필리핀 상위 50개 회사의 21개 민간

기업 중에 스페인계가 7개사, 화교·화인계가 7개사, 미국계가 1개사로 중국계 화교·

화교계가 필리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필리핀에 대한 중국계 사람들

의 지배력은 중국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스페인이나 미국도 필리핀의 정치적

관리가 힘들었을 것 이라고 지적할 만큼 수백 년에 걸쳐 강력했으며 집요했다고 한

다. 필리핀에서는 경제적 엘리트에 대한 경제 활동의 규제도 제한도 없이 정치 경제

구조를 그들의 틀 속으로 내재화하여 경제정책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혜택도 상당히 크게 받았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독립 후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국계

화교들에 대해 강력한 경제 활동의 제한조치로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업 활동을

허가한다든가, 혹은 태국처럼 중국계 사람들이나 화교들이 대기업을 구성하게 하여

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 태국과는 전혀 다

른 사회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로 엘리트 관료들의 국가관의 문제이다. 중국계 엘리트들을 포함하는 필리핀

의 토착 엘리트들의 지도력은 정치체계의 변화 및 경제위기, 쿠데타를 초월해서 존속

해 왔다. 국가에 대한 소수 토착 엘리트의 경제적 지배력의 우선이 중단된 것은 일본

군에 의한 3년간의 점령시대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들의 우월적인 경제적인

지배력이 국가에 침투한 결과 관료조직의 단결력과 연속성은 발휘되지 못했다고 한

다. 따라서 이들 토착 엘리트 계급들의 이해에 저촉될 때에는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

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승인 및 실행 단계에서 큰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이

같은 소수 지배계급체제를 타파하려고 했던 마르코스 정치조차도 새로운 소수 엘리

트 지배계급을 새롭게 만들었을 뿐, 과거의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셋째, 필리핀의 토지소유 문제이다. 2차 대전 이후 필리핀에서는 실효성 있는 농

지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농지개혁이 일어난 후 1970년까지 토지소

유권 증명서를 받은 소작농민은 10년간에 약 1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얼

마나 농지개혁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이 대



- 15 -

형기계의 생산을 선진국의 기술과 합작을 통해서 도입했지만, 그 규모는 확대되지 못

하고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정체된 상태를 보이는 것도, 대토지 소유 및 소득 집

중에 따른 새로운 농촌시장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넷째, 60-70년대의 지나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에 따른 결과로, 필리핀의 소수

엘리트 기업집단은 국내의 특정 시장에 독점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국제경쟁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었다. 즉, 필리핀의 독점적인 기업집단은 한국과 다르게

대내지향적인 생산 활동 및 국내시장 지향형 기업으로서, 이들이 가지는 우선적 특권

을 이용하여 수입 대체 공업화에서 수출 대체 공업화로의 전환과정에서 관세를 인상

했다(김일식, 2016).

다. 교육제도

필리핀의 총 인구는 2016년 기준 1억230만 명이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24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필리핀은 GDP가 연평균 약 6.5% 성장하고 있

어, 높은 성장률과 출생률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되었다(코트라, 2017).

필리핀은 2012년 K-12제도 도입하였으며 초등과정(Elementary, 6년), 중등과

정(Junior High School, 4년), 고등과정(Senior High School, 2년)으로 운영된

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10년간의 학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필리핀 교육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기간이 짧아 필리핀

국민의 국제경쟁력을 낮추고, 유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K-12 과정을 도

입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10년제 교육과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추가로 2

년제 교육과정을 보완했는데, 이는 고등학교 개념이 아닌 대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전문교육을 미리 받거나 사회에 나가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필리핀의 대학교수는 주립대학이 1,939개, 지방대학은 107개, 사립대

학은 1,710개로 초등학교는 1,115만 1,040명, 중·고등학교는 601만 937명이다.

필리핀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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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필리핀 학제 현황

 필리핀은 교육과정에 ICT를 도입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지식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교육부는 DCP 프로그램

(Department of Education, Computerization Program)을 통해 학교에 컴퓨

터 패키지 및 IT 장비를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디지털화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학습자료, 포털(lrmds.deped.gov.ph)을 개발하

여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다(코트라, 2017).

분류 연령 교육내용

Pre-school 만3~6세  유치원 과정

Elementary 만6~12세

 - 만 6세부터 입학이 가능함

 - 총 6년 과정(GRADE 1~6)

 - 과목: 영어, 따갈로어, 수학, 과학, 컴퓨터,

성경

Junior

High School
만12~16세

 - 총 4년 과정(Grade 7~13) 

 - 과목: 영어, 따갈로어, 수학, 과학, 컴퓨터,

성경, 가사&기술, 체육&음악

Senior

High School
만16~17세

 - GRADE 11-12

 - Academic: General Academic, ABM,

HUMSS, STEM, Pre-Baccalaureate

Maritime

 - Technical-Vacational Livlihood:

Agri-Fishery, ICT, Home Economics,

Industrial Arts, TVL Maritime

 - Sports

 - Arts and Design

Post-Secondary

Education

만18세

이상

 - 대학교육(Tertiary Education)

 -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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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정책 및 시장동향

1) 노동정책 목표 

필리핀 정부는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 노동단체 구

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 등을 필리핀 노동정책의 기본 목표

로 설정해놓고 있다. 필리핀은 1974년에 제정된 노동법(Labor Code)을 중심으로

기존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계속 수정보완해가며 필리핀 노동 관련 법률을 운용하

고 있다.

2) 노동환경 

필리핀 면적은 약 30 만㎢( 한반도의 1.3 배) 이며 7,107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섬은 이름 없는 암초이거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 개 정도로 보라카이, 세부를 중심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

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의 고용환경은 크게 관광 및 해양스포츠 레저, 카지

노, 교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필리핀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54% 증가한 65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한

국인 방문객은 159만 명으로 총 방문객의 24.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들어

미국에 이어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여 97만 명(14.8%)로 2위, 그 뒤를 이어 미국

93만 명(14.3%), 일본 58만 명(8.9%)이다. 이로 인해 호텔(식음료 서비스 및 카

지노), BPO 콜 상담원을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발생한다.

스포츠 해양서비스의 경우 한국 청년들이 최근 들어 스쿠버다이빙, 해상장비 엔지

니어 및 한국인이 운영하는 해상레저분야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일

자리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필리핀은 유학 및 어학을 위한 교육서비스업이 발

달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학생관리를 보조할 수 있는

스탭(매니저) 등의 직종이 유망하다. 더불어 최근에는 어학원마다 항공승무원 등 통

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유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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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활동

회사법(Corporation Code)에 의거 설립된 모든 사업체 또는 정부 법인에 속한

근로자는 고용인에 대해 조합 형성 및 단체 교섭 권리가 있다. 단, 회사 정책을 제정

및 수행하거나 고용, 이동, 정직, 임시 해고, 소환, 인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에 가입 또는 조력하지 못한다.

또한, 주 업무가 관리 및 독립적인 판단을 요하는 중간 관리직 근로자는 조합을 형성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평직원 노조에 가입할 수는 없다.

(1)노조 등록 요건

합법적 노조 등록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 50페소의 등록비 (registration fee)

• 노조간부 및 조합원 성명, 주소

• 개별 기업 노조 설립 시 해당기업 전체 직원의 20%이상 가입 필요

• 1년 이상 운영 노조는 노조의 연간 재무제표 제출 필요

• 노조 규정, 조합원 명부, 비준동의서 사본 4부

(2) 노조의 합법적 권리

- 단체교섭 시 노조원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 시 근로자를 대리할 단독자격

- 고용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단 이를 위해 서면 요구서를 제출

하고 그로부터 30일내에 또는 노사협약 만기 60일 전, 또는 노사협상 중에 연

간 감사 재무 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를 제출해야 함.

- 노조 및 조합원 혜택 위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노조 명의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할 수 있음.

- 합법적 범위에서 노조 및 조합원을 위해 주택복지, 협동조합 운영 등 활동 가능

- 일반법 또는 특별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내외 공제회 및 상응하는 기구

로부터 받은 노동조합의 보조금, 기부금, 기증품 등의 수입 및 자산이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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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사용될 시 세금 및 각종 의무, 평가 면제됨. 다만 이 면제 혜택은

특별법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철폐될 수 있음.

(3)필리핀 노조활동 현황

필리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1990년대에 비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그나마도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

사분규 건수는 1995년 183건에서 2015년에는 8건으로 줄어 20년 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별 노조의 수는 2015년 초 기준으로 1만 6293개에 가입자

수는 약 13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75만 명이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에 집중되어 있다. 필리핀의 3대 노조연합은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노동절운동(KMU, Kilusang

Mayo Uno), 자유농연합(FFF, Federation of Free Farmers)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약 5,700여 개로 추산된다.

4) 최저임금

필리핀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지역임금위원회(Regional Wage Board)가

결정한다. 필리핀의 최저 임금은 지역 및 업종별로 상이하며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지역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에 의해 규정된다.

지역임금위원회는 노동고용부의 지역책임자, 경제개발청과 통산부의 책임자, 그리

고 고용주 측과 피고용자 측 대표자로 구성된다. 의장은 노동고용부의 지역책임자가

맡고 부의장은 경제개발청과 통산부의 책임자가 맡는다(필리핀 고용노동부, 2018).

일부 국가별 일일 최저임금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9달러 수준

이며 필리핀의 경제특구별 최저임금 현황은 필리핀경제특구(PEZA)의 경우 389페

소(8,830원), 수빅만경제특구(SMBA)는 336페소(7,627원), 클락경제특구

(CDC)는 338페소(7,672원)이다.



- 20 -

<표 Ⅱ-3>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달러

국가/지역
일일 최저임금 월별최저임금

국가통화 달러 국가통화 달러

인도네시아
44,591~111,

858
3.11~7.81

1,337,745~3,35

5,750

93.41~234.

32

베트남
110,666~12

5,000
4.84~5.46

3,320,000.00

~3,750,000.00

145.08

~163.87

말레이시아 30.67~33.33 7.59~8.25
920.00

~1,000.00

227.75

~247.55

대만 1,120.00 36.65 33,600.00 1,099.51

한국 51,760.00 46.15 1,552,800.00 1,384.65

자료: DOLE(필리핀고용노동부), 2018.06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 지역(NCR) 최저임금 수준은 경쟁국인 인도네시아, 베트

남,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높으며, 대만에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역인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의 경우 비농업 1일 임금이 평균 404페

소(현재 환율 기준 약 8,400원), 농업 1일 임금은 평균 367페소(현재 환율 기준

약 7,600원)이다(필리핀 고용노동부, 2018.06).

<표 Ⅱ-4> 경제특구별 최저임금 현황

경제특구(자유구역) 최저임금(1일) 비고(원)

필리핀경제특구(PEZA) 389.00페소 8,830원

수빅만경제특구(SMBA) 336.00페소 7,627원

클락경제특구(CDC) 338.00페소 7,672원

자료: PEZA, SBMA, CDC(2016.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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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출산율이 매우 높은 반면, 제조업 기반이 미비한 탓에 일자리가 매우 부

족하고 유휴 노동인력이 매우 많은 편이라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의 소수 업종에 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필리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돼 최저임금이

대부분 업종의 신입직원의 임금과 같다.

지역별로는 다수의 도시가 존재하고, 도시별로 또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

문에 지역에서도 최저임금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이며 중부루손, 칼라바르존, 중부 비사야 순으로 최저임금이 높게 나타

난다.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주로 진출해 있는 Cavite Economic Zone의 최저임금

은 비농업직종은 1일당 340.50필리핀 페소(환화: 7,749원), 농업(농장)은 310.50

필리핀 페소(환화: 7,066원), 농업(비 농장)은 295.50필리핀 페소(환화: 6,725원)

이다. 10명 이하의 소매 및 서비스 업체는 267필리핀 페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

은 수준이다.

<표 Ⅱ-5>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필리핀 페소)

 지역명 비농업
농업

농장 비농장

메트로마닐라 475.00~512.00 475.00 475.00

코르디에라 270.00~300.00 270.00~300.00 270.00~300.00

일로코스 243.00~280.00 252.00 243.00

카가얀 밸리 340 320 320

중부 루손 329.00~380.00 314.00~350.00 302.00~334.00

칼라바르존 293.00~378.50 293.00~353.50 293.00~333.50

미마로파 247.00~290.00 247.00~290.00 247.00~290.00

비콜 280.00~290.00 280.00~290.00 280.00~290.00

서부 비사야 271.50~323.50 281.50 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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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코트라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을 확정지었는데 일

일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500~537페소 수준이며, 새로운 최저임금을 규

정한 임금지침 제22호는 신문 등에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된다.

업종별로는 비농업 분야가 현재 512페소에서 537페소로, 기타분야(농업, 종업원

수 15명 이하의 소매 · 서비스업, 종업원 수 10명 이하의 제조업)가 475페소에서

500페소로 각각 인상된다(아주경제.2018.11.6.).

5) 임금 지급

임금은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급 되어야 한다. 직원이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상품권 (Voucher Coupon), 차용증(Chit) 등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도

고용주는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단 동법 발효시점에 관행인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수표 또는 우

편환(Money Order)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임금은 2주마다 1회 또는 월 2회 분할 지급 돼야 하며, 1~2회차 지급일 간격이

1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 또는 고용주 통제 밖의 상황으로 임금 지급 기

한이 초과된 경우 해당 상황 종료 즉시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 임금지급은 월 2

회가 일반적이며, 최소 월 1회 이상 지급 되어야 한다. 관련 단체협약 또는 중재 조

중부 비사야 308.00~366.00 288.00~348.00 288.00~348.00

동부 비사야 285.00 251.00 245.00

잠보안가 반도 296.00 283.00 283.00

북부 민다나오 316.00~338.00 304.00~326.00 304.00~326.00

다바오 340.00 335.00 335.00

속스사르젠 295.00 272.00 272.00

카라가 280.00 280.00 280.00

무슬림민다나오 265.00 255.00 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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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부재 시, 2주 이상 소요되는 특정 업무(task) 수행 직원의 임금 지급은 우선, 임

금 지급일 사이 기간이 16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며, 지급액은 업무 진행 정도

에 비례한다. 최종 임금 지불은 업무 완결 시 이루어진다.

임금은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한다. 불가항력 상황 발생 또는 노동부

장관이 규정한 예외 상황 발생 경우 노동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위임자에게 임금 지

급이 가능하다. 이외 직원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권자에게 지급하며, 이 때 유언이 없

는 사망자에 대한 소송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정직원 수 10명 이하 소규모 서비

스 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정규 공휴일에도 일급과 동일한 유급 휴일 수당을 지

급해야 한다.

공휴일에 피고용인에게 근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상 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

해야 한다.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은 만 1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 1년에 최

소 5일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단 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체의 재정적 파탄, 부

도위기에 처했음을 인정한 경우 또는 10인 이하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

지 않는다(필리핀 고용노동부, 2018).

6) 근로시간 및 휴가규정·수당

(1)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직원이 직장에 있는 시간 및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뜻한다. 근무시간

중의 짧은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한다. 근무시간은 ‘8시간/일’, ‘48시간/주’

이하여야 한다.1)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요일 및 휴일에도 사업상 운영 가능하나, 고용주는 직원이

6일 연속 근무 시 하루(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직

원 휴일을 노사 단체 협약 및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규정에 의해 정해야 한다.

종교적 이유로 직원이 주중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를 존중해야 하며, 단, 직원은 희망 휴일 최소 7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해야

1)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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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위에서 언급한 휴일에 대한 직원 선택이 불가피하게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고용주 입장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에 두 번

은 직원이 희망한 요일에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의료계통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며, 일일 근무 시간

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단 응급상황 시, 주 6일 또는 주 48시간 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본봉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분야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연구원, 준 의료 종사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조산원, 간병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휴가규정

- Service Incentive Leave: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는 연간 5일간 유급휴가

제공됨. 단 직원 수가 10인 이하(regularly employing 기준)이거나 노동부장관에

의해 경영,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것을 인정받은 기업 직원에게는 동 혜

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Ⅲ, chapterⅠ, Article

133-(a) Maternity Leave Benefit은 Social Security Law 조항으로 대체된다.

또한, 출산 전 12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일, 제왕 절개 시 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 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선 지급 후 SSS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휴가 신청 시 미리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정해진 규

정에 따라 SSS에 알리도록 해야 하며, 고용주 승인 하에 휴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 가능하다.

유급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

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제약이 존재하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포함하여 4회로 제한된다.

고용주가 SSS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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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고 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SSS에 벌

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남성 근로자도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

우 7일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

한된다. 이를 악용하거나 어기는 개인 및 법인, 제휴사, 협회 등의 조직은 25,000페

소 이상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사장, 부사장, 전문 경영인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

다.

편부모의 경우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필요할 경우 7일간의 유급 휴

가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육체적·성적·정신적으로 학대당한 여

성 근로자의 경우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누릴 수 있으며, 법원 보호 명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안정기가 필요할 경우 무급 휴가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부인병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2개월간의 특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휴일(정규휴일, 특별휴일, 휴무일) 근무 수당 

모든 근로자에게는 공휴일(regular holiday)에도 정규일일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단,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이다. 휴일(holiday)은 New

Year's Day, Maundy Thursday, Good Friday, 4.9일, 5.1일, 6.12일, 7.4일,

11.30일, 12.25일, 12.30일 및 총선일(the day designated by law for

holding a general election) 포함한다. 그러나 EQ No.203(Revised

Administrative Code of 1987)은 7.4일, 총선일을 공휴일 (regular holiday)에

서 제외하고, 11.1일(All Saints Day), 12.31일(the Last Day of the Year)을

전국 특별휴일(Nationwide Special Day)로 지정하고 있다.

• 여기에 RA 9177(2002.11.2일 발표)은 이슬람 라마단 기념일인 Eidul Fitr

을 전국공휴일(national regular holiday)로 지정했으며, Eidul Adha는 민다나오

무슬림자치구(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의 지역공휴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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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이외 RA 9256(2004.2.25일 발표)은 8.21일(Ninoy Aquino Day)을 전국

적 특별비근무일 휴일수당 / 초과근무 수당을 적용한다. (기본급이란 피고용인으로

인해 초래된 물적 손실 또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 월급 의미)

(4) 초과근무/과소근무 시간 상계 금지 규정

직원이 규정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고 해서 타 근무일의 초과근무 시간과 이를 상

계처리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직원이 초과 근무한 경우도 고용주가 평일 휴일을 제공

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당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전시 상황 등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전국적, 국부적 비상령이 선포 된 경우

②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등의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또는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③ 고용인의 막대한 손실 또는 기타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및 장

치에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부패되는 물건의 심각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경우

⑤ 8시간 전에 시작된 업무가 기업 운영상 심각한 장애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완결 또는 지속 되어야 하는 경우

⑥ 날씨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 되는 업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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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25% 이상 X 본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 휴일, 특별휴일 또는 공휴일(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30% 이상 X 휴일급여)

•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적용,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급여의 130% 이상 지급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 야간 근무 수당: 10PM~6AM시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지급

- 5인 이하 소매 및 서비스 기업 종사자, 계약직 및 Commission basis 근무자,

업무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피고용인은 야

간 근무 수당 적용 대상이 아님.

- 10pm-6am 사이에 통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무 수당으로 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

- 일일 근무 시간 종료 후, 10pm-6am 사이에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본봉x최소 125%)와 야간 근무 수당(초과 근무 수당 x 10%)을 합쳐

시간당 본봉의 137.5%를 지급해야 함.

자료: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8

7) 해고/퇴직 규정

(1) 적용범위 및 직원 분류(정규직/비정규직/견습직)

동 조항은 모든 영리/비영리 기업/기관에 적용된다.(교육, 의료, 자선, 종교단체

포함), 단 정부기관, 정부산하 정치단체, 공기업(Government,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Government,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s) 정규직원(regular employment)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규직

(Regular Employment): 구두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원이 일

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규직원으로 간주된다. 단, 해당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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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되거나 직원 채용시점에 해당 업무 종결 시까지 고용을 인

지하고 채용된 경우 또는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고용(seasonal) 된 경우는 정

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연속/비연속 상관없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

안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또한 비정규직(Casual)은 상기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분류, 즉 임시로 발생한 업무, 채용 시 근무기간이 근로자에게 명시된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단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연속/비연

속 상관없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상기 정규,

비정규직 구분에 관계없이 이들 직원에게는 동등하게 비정규직직원에게 제공 되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 의무가 동등하게 부여된다.

고용주가 직원 자격 검증을 위한 기간(trial period)을 갖기 원하는 경우 견습직

채용이 가능하며 견습 기간은 별도 견습직 채용계약(apprenticeship agreement)

에 6개월 이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근무개시일로 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견습직은 해당 업무가 노동부가 정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learnable and

apprentciable) 기준에 해당 될 때 채용되며, 견습 기간도 배우고 익히는 기간으로

한정된다. 해당 업무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견습 기간은 6개월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견습 직원은 합당한 사유에 의해 또는 정규직 직원이 갖춰야할 자격에 미달

한 경우(동 자격기준은 견습 직원 채용 시 고용주에 의해 견습 직원에게 알려져야

함)에만 해고될 수 있다. 견습 기간 종료 후 근무 시 자동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간

주된다. 고용자는 견습 직원 채용 시 정규직 전환 기준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 견습 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 적법한 해고사유(Just Causes for Termination)

고용 보장: 정규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동 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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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 해고 불가능. 만약 부당해고 발생 시 해당직원은 급여, 직위, 복지, 수당 등

모든 혜택이 해고 전 상태로 복귀 되어야하며,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 급여, 복지,

수당(full back wage)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직위가 없어진 경우 해당직

위와 동등한 직위로 복직 되어야 한다.

해고직원의 복직 대상 기업이 고용주 과실 외 타 원인으로 폐쇄, 폐업한 경우 해

당 직원에게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월 급여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근무 시 1년 근무로 간주된다.

견습직(Probationary Worker) 해고시도 적법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 당

초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된다. 이 경우도 해고 전 적당

한 기간(Reasonable Time)을 두고 문서로서 해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 행위

에 의한 직원 고용 시(covered by contracting or subcontracting agreement)

적법한 사유(just or authorized cause)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할 수

없으며 어떤 사유로 해고시도 사전 해고 통보 등 해고에 필요한 절차(due process)

를 밟아야 한다.

※ 아래(적법한 해고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직원 해고 가능

• 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 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관리자)의 업무

관련 합법적 지시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willful disobedience) 경우

• 총체적이고 상습적인 근무 태만 (gross and habitual neglect) 시

•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위반한 경우

(fraud or willful breach of the trust reposed in the employee)

•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Crime) 또는 공격행위(offense)를

가한 경우.

위에서 제시한 합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동법에 규정한 퇴직금을 수혜하지

못하나, 노사단체협약, 또는 해당 직원과 고용주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 제시된 권

리, 이익은 수해할 수 있으며, 이외 고용주가 자발적으로도 퇴직금 및 각종 혜택 부

여 가능하다.



- 30 -

8) 시장 동향 

필리핀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GDP의 약 55.8%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

은 한편, 농림어업은 GDP의 11.7%, 광공업은 32.5%를 차지하고 있다. 광공업은

건설업을 제외하고 광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였고, 특

히 제조업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산업별 성장률은 제조업(10.3%), 건설

(17.4%), 서비스업(7.4%)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지출(17.0%)과 건설투자

(15.6%)도 확대되면서 인프라 분야의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은 외국인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전자산

업 및 의류산업 등 재수출용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자국기업의 경우 유통, 식

품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

다. 필리핀은 1천만 명에 달하는 해외거주노동자(OFW)의 송금을 기반으로 한 전형

적인 소비중심 경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내수 대상 제조업은 식품 가

공업, 음료, 통신업 등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관광 및 금융

부문의 호조를 바탕으로 GDP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차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축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콜

센터 중심의 BPO 산업이 매년 큰 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코트라, 2018).

(1) 무역·통상 

2017년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36.1% 상승한 143억 달러

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의 수출은 1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5% 증가

하였으며, 한국으로 수입은 37억 달러로 14.7%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69억 달러 흑

자를 기록하였다(코트라, 2018).

지난 2년 연속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대필리핀 수출액이 100억 달러로

가장 높았던 2014년 수치를 초과하였다. 이렇듯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리 수 증가

세를 보였으며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추세

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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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또한, 투자 측면에서는 2017년 대필리핀 법인 설립이 48건, 투자액은 2억 1,713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교역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필리

핀 경제가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선전함에 따라, 연말 양국의 총 교역액 규모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품목별 수출통계를 살펴보면,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 가운데,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 자동차, 동제품 등 한

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16.18%), 미국(14.55%), 홍콩

(13.67%), 중국(11.06%), 싱가포르(6.12%), 태국(4.18%) 등이다. 한국은

4.02% 비중을 차지하며 8위 수출대상국에 자리 잡았다. 2017년 기준 주요 수입국

은 중국(18.13%), 일본(11.37%), 한국(8.7%), 미국(7.97%), 태국(7.11%), 인

도네시아(6.79%) 등이다. 한국은 수입점유율은 8.7%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필리핀은 한국의 주요 동남아 교역 대상국으로의 입지가 확고하다. 필리핀

의 투자매력도 증가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향후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필리

핀은 베트남에 이어 2위의 중점 지원국이며 필리핀 정부도 차관 유치를 통한 자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체결 전망은 긍정적이다.

(2) 경제협력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경제협력위원회를

구분
2015 2016 2017(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1,568 -13.3 10,506 -9.2 6,819 38%

수출 8,332 -17.0 7,278 -12.5 4,967 44%

수입 3,251 -2.4 3,228 -0.77 1,852 24%

<표 Ⅱ-6> 최근 3개년 한국의 대 필리핀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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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이 협력위원회는 산업기술, 무역투자, 공동연구 분야에서 양국의 민관

협력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산업 및 기

술 분야에서의 정책 교류, 프로젝트 발굴,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해당 나라의 경제성장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의 교류가 활성화된 곳임을 의미한다. 즉, 진출 용이성이 높아 지속적인 기업 활동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고용노동부, 2015).

(3) 수입규제제도 

필리핀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

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필리핀의 쌀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Annex 5)에 의해 특별 보호품목 대상이었으나, 2012년 6

월 30일부로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났다. 이에 필리핀은 2017년까지 관세화 의무 면

제 연장을 요청하여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과 협상 끝에 매해 기존의 의무수입

량 350,000톤의 약 2.3배인 805,200톤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연장 합의를 얻어내

었다. 그러나 2017년 또 한 번 관세화 의무 면제 연장을 요청하여 주변 쌀 수출국

및 WTO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필리핀은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MAV;

Minimum Access Volume)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

(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50%, 가금

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축산물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세이프가드(Safeguards), 상계관세(Countervailing),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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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등의 비관세장벽, 라벨링 등의 기술장벽(TBT),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세관장벽 등의 다양한 수입규제 혹은 수입제한 조치가 존재한다(코트라,

2018).

마. 외국인력 정책

1) 외국시장 개방 정책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언급된 특정 업종

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에 대한 100% 투자 개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의 설립,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소극적

이며,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는 소매, 농업,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전문서비스, 의료, 교육, 자원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제한이

0~6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장, 부사장 등 경영진 취

임은 물론 이사, 특수기술자(special technician)를 제외한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외국투자기업으로서는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외

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을 40%에서 70%로 확대하며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코트라, 2018).

2)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주요 투자유치 분야는 자원개발, IT 등 하이테크 산업, 농업,

관광, 의료 등이다. 특히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1990년 이후 전기전자, 반도체 부문 수출이 급성장하며 전체 수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전기전자, 반도체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는 70%를 넘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최

근에도 60% 대에서 꾸준히 머물고 있다(코트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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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리핀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BPO도 주요 투자유치 대상 분야이다.

BPO란 콜센터를 비롯하여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각종 비즈니스 업무의

아웃소싱 전문 산업으로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빠르고 성장하고 있

는 산업이다. 이는 필리핀 국민들의 높은 영어사용 능력과 풍부한 고급인력, 저렴하

고 안정된 임금 수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토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

이다. 이 사업의 종사자는 2016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아

마존(Amazon)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콜센터가 필리핀에 다수 진출해 있다.

바. 사회보장 제도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는 3가지 사회보장보험제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현지 필리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다만 이는 회사와의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대 사회보장제도로 우선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Phil

Health 관련 규정), 그리고 Pag-IBIG(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 주택개발뮤추얼펀드) 분담금 제도 등이 있다.

1) SSS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SSS(Social Security System)는 모든 고용주들이 고용한 직원들은 물론, 고용

주 본인 역시 급여지급 총액에서 SSS 자체에서 산출한 지급표 기준을 정하여 매월

고용주들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유

사한 특성을 지닌다. 근로자의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에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의

수행을 위해 운영 중이며, 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SSS에 가입한 연금 가입자들은 비상시에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SSS는 모든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자 그리고 모든 급

여 소득자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 신체장애, 재활 및 사망 위로금 등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코트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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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월 1000페소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

자는 의무적으로 SSS에 가입해야 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대략 10%

정도이며, 이 10%의 금액 중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율이 대략 70%,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보면 된다. 단, 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지급표 요율이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SSS의 웹사이트 및 SSS 공무 직원의 자문

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즉시 SSS가 발효되며, 자영업자의 경

우 SSS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30일 내에 SSS Form

R-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SS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해당 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 첫 SSS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후 매월 피고용인의 2번째 임금 지급 후(통상 필리핀에서는 15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월급 지급) 10일 이내에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 더해 3%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 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

부된 SSS Form R1(법인의 회사개요), SSS Form R-1A(직원의 인적사항), 정

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

다.

2)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인 Phil 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한다. 단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고용

주와 피고용인은 Phil Health 기준을 따라 매월 10일까지 Phil Health 또는 지정

은행에 의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총 의료 보험료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으며 이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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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분담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료보험료

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Phil Health에 등록하여 Phil Health Employer Number(PEN)를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Phil Health 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받게 하고 의료보험증 (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2)

고용주는 매월 15일까지 의료보험료 납부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

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이나 해고 또는 사직 시 30일 내에 Remittance Report(RF‐1)를 작성,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적 중단 등)

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Phil Health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3) Pag-IBIG (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 주택개발뮤추

얼펀드) 분담금 

Home Development Mutual Fund(주택개발 연금공단)라고도 불리는 Pag-

IBIG은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Pag-IBIG 펀드를 운영 중이며, 펀드 가입 시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에

서 개발하는 서민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지원해 주고 최장 30년간 분할 상환한다.

동 펀드는 급여를 담보로 설정하여 급여에서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급여 대출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긴급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 긴급 자금 대출은 자연재

해나 인사 사고 등 가입자가 긴급히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이다.3)

Pag-IBIG 펀드는 법인설립이 완료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지연된 납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산금이 부여된다. 납부 연금액 부담은 급여총액

2)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 The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R.A. 7875)

3) HDMF Law(2009), Corporate profile - History of the HD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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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 2%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직원이 50%씩 각각 부담하게 되어

각각 1%씩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매월 납부하게 된다. Pag-IBIG 펀드 필수

가입 대상자와 선택적 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Pag-IBIG 펀드 필수(mandatory) 가입 대상자  

사회보장제도(SSS)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 의무

가입 대상자로는 일반근로자, OFW(Overseas Filipino Workers: 해외근로자),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등이다.

(2) Pag-IBIG 선택적 가입자(자율 가입자)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고용주는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Pag-IBIG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

며,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역시 30일내에 Pag-IBIG에 등록시켜야 한다.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주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변경된 정관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필리핀 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필리핀 근로자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로부터 고용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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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세제도

1) 법인세

법인 소득세율은 30%이며, 로얄티, 이자, 배당 등 기타 영업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교육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10% 소득세율을 적용

한다. 외화예치기관(Foreign Currency Deposit Units) 및 Offshore 은행

(offshore banking units)과 비거주자 간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외화예치기관 및 Offshore의 국내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로 발

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를 과세한다(코트라, 2018).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Corporation)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필리핀 법에 의거 필

리핀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필리핀 내 지사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Branch)는 필리핀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기업(Non-resident Corporation)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2) 개인소득세 

필리핀 세법은 과세대상 개인을 거주시민(Resident Citizens, 필리핀 국내외 소

득이 과세 대상), 비거주 시민(Nonresident Citizens, 필리핀 내 발생 소득만 과

세 대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s, 필리핀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비거주 외국인중 필리핀 내 비즈니스 종사자(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거

주 외국인과 동등하게 과세), 비거주 외국인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비종사자(필리핀

내 발생하는 소득 총액에 대해 과세)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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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득세율

1만 페소 이하 5%

1만 페소 이상 3만 페소 이하 500페소+1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10%

3만 페소 이상 7만 페소 이하 2,500페소+3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15%

7만 페소 이상 14만 페소 이하 8,500페소+7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20%

14만 페소 이상 25만 페소 이하 2만 2,500페소+14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25%

25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 5만 페소+25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30%

50만 페소 이상 12만 5,000페소+50만페소초과액에대한 32%

 <표 Ⅱ-7> 소득수준별 개인 소득세율

단위: 페소

자료: KOTRA(2018), 국가정보(필리핀)

개인 소득세율은 내·외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내·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종사자에게는 소득의

0~34%, 비거주 외국인중 필리핀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VAT) 

필리핀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 및 유

무형 자산의 거래 및 판매시에 적용되지만, 업종 또는 거래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

진다.

Ÿ 부가가치세 적용: 건설, 서비스 용역, 주식, 부동산 거래, 임차료, 창고서비스, 요

식업, 전화 및 각종 유틸리티 요금, 금융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와 수입품(제품 수

입시)에 대해 12% 적용

Ÿ 부가가치세 미적용: 비식용 농림수산물, 비료, 종자, 사료 수입품, 천연가스, 석탄

및 관련 원료 수입, 엔진, 부품 수입, 5천 톤 이상 여객/화물선 수입, 국제 항공

및 해운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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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에 투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된 기업들에 대해서

는 법인세 면제(감면) 및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대표적으

로 PEZA(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경제자유구역청),

BOI(Board of Investment, 투자위원회) 등이 있는데 BOI는 일반적으로 4~6년

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반해, PEZA는 등록 기업에게 4~8년간 법인세

면제와 이후 총소득(Gross Income)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는 등 투자유치 기관

별로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4)

4) 2015년 필리핀국세청 발표 주요 내용

(1) Revenue Regulation 1-2015 

필리핀에서 개인 소득세 및 부가 급여세(Fringe Benefit Tax) 대상에서 제외되

는 항목(최소허용: De mini mis)에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 항목

이 추가되어 연간 최대 10,000페소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 De mini mis: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compensation) 중 세

금 면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의료비 보조금, 의복비 보조금, 식비 보조금 등

(2) Revenue Regulation 3-2015 

개인 소득세 산정 시 연차수당(13th month) 및 기타 혜택을 대상으로 연간

30,000페소까지 세금 면제가 가능했으나, 2015년도부터 연간 82,000페소까지 세

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3) Revenue Memorandum Order (RMO) No. 17-2016

필리핀의 조세 시스템의 유연성을 위해 2016년 5월 5일 국세청은 법인 기업체들

이 주식교환을 하거나 담보권자가 법인 기업체(인수합병업체 포함)와 주식교환을 할

4) KOTRA(2018), 국가정보(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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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우에 따라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10863

필리핀 세관신고 기간은 기본 15일에 30일 추가 연장 가능하던 신고 기간이 기본

15일 + 추가 연장 15일로 축소 됐다. 세금 평가결과 고지 후 15일 이내에 관세 납

부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지불 후 수령 기간이 개정 전 15일

에서 30일로 변경됐다.

(5) 금융 제도: 은행 계좌 개설 

필리핀에서는 달러화 및 현지화 계좌가 모두 필요하므로 2개 계좌를 동시에 개설

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점이 많은 대형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좌개설을 하게 되면 임차료 등의 고액 경비나 공과금, 현지직원 급여 등을

회사 수표나 개인 수표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

로 발행되는 수표(Certified Check, Crossed Check 등)의 경우 도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 인출기(ATM)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편리

하다. 계좌 개설 시에는 여권과 소형사진 2매(은행 지정양식 부착용으로 2cmx2cm

사이즈), 계좌 분류에 따라 정해진 최소 입금 금액을 지참해야 하며 관광비자만 발급

받은 상태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수속을 마치고 비

자 사증을 발급받은 후에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신규계좌 개설 시에는 최소 은행마다 적게는 2,000페소(50달러)에서 많게는 1만

페소(250달러)의 보증금(deposit)이 요구되며 최소 예금액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벌금으로 나가며 잔고에 예금이 없는 상황이 한 달 지속되면 자동으로 계좌

는 닫히게 돼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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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자제도

1) 비자제도 일반 현황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

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사증

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가하다. 따라서 필리핀 입국을 위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

명서 신청 시 해당지역 내 필리핀 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아야 한다. 복수여권 소

지자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30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국

용 항공권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5)

체류 기간 연장은 출입국사무국(이민국)에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여권과 함께 비

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자 연장은 15차까지 가

능하나 실제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1차를 제외하고는 2개월을

한 번에 연장할 수 있으며 2차 연장 시 I Card (외국인카드)가 필수이며 유효기간

은 1년이다.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국할

때 출국신고서와 함께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ECC)를 제출해야 한다

(코트라, 2018).

ECC 발급 할 경우 준비물

1. 2*2 증명사진(흰색 배경) 6장

2. 여권 복사본: 사진 및 개인정보, 필리핀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날, 마지막 비자

연장하는 날 총 3면

3. I-ACR 카드 (두번째 비자연장 시 발급) 앞 뒤 복사본

4. 마지막 비자연장 할 시 수령했던 영수증

5. 수수료 : 2,850페소 (상기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5)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tional Governmental Portal_
http://www.gov.ph/faqs/visa.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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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Long Stay Visitor Visa Extension

(LSVVE)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한번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

다. LSVVE 연장 비용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시 11,500페소, 아닐 시 13,900페

소이며, 신청은 마닐라에 위치한 이민국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주한 필리핀 대

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9일 이상) 등이

있다. 체류 예정 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료: 월드잡

비자종류 발급 대상 발급 유의사항

9A-Temporary

Visitor Visa

필리핀에서 관광, 지인 방문,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 발급되는 비자

절대 취업이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다.

9D-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필리핀과 이민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만 가능한 비자

미국, 일본, 독일만

해당한다.

9E-Accredited

Official of Foreign

Government

타 국가 국가공무원들이

필리핀 외교부의 승인을 얻어

발급받는 비자

-

9F-Student Visa

만18세 이상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필리핀

교육기관에서 허가를 받아

발급되는 비자

일반 어학원의

어학연수생들은 받을 수

없다. 특별학업허가증을

발급받아 9A비자를 월별로

연장하여 체류해야 한다.

9G- Pre-arranged

Employment Visa

직접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현지 회사에 취직한

외국인에게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가

발급하는 비자

처음 취업비자 신청 시 1년

이하만 가능하며, 1년 후

3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취업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표 Ⅱ-8>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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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Long Stay Visitor Visa Extension(LSVVE) 프로젝트가 시행돼 한번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연장 비용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시 1만

1,500페소, 아닐 시 1만 3,900페소이며, 신청은 마닐라 인트라 무로스에 위치한 이

민국 본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59일 이상) 등이 있다. 체류 예정 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비자 종류별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gov.ph/faqs/visa.asp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취업비자 

필리핀의 취업비자는 보통 9G VISA, 또는 Working VISA라고 한다. 취업비자

는 회사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또는 2~3년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기간은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포함해서 최소 약 2달이 소요된다. 비자를 취득한 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비자 취득 전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는

임시취업비자(Provisional Permit to Work; PPW)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근무

를 하여야 한다. PPW 취득 기간은 평균 1~3일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2달이다.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필리핀의 취업비자의 경우 구비 서류 및 조항이 복잡

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 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취업비자는 현지의 여행사나 한인

회 등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비자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현지 여행사를

이용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6)

취업비자는 회사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또는 2~3년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기간은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포함해서 최소 약 2달이 소요된다. 비자를

취득한 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비자 취득 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Provisional Permit to Work(PPW)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6)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tional Governmental Portal_
http://www.gov.ph/faqs/visa.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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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PPW 취득 기간은 평균 1~3일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2달이다.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2. 필리핀 해외인력 관리

가. 외국인력 도입 담당기관 및 도입 프로세스

1)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1) 취업비자 최초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w Notarized Letter Request of the Applicant-organization: 회사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공증 필수)

w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BI Form

RADJR-2012-02): 2x2인치 사진 1매가 부착 된 비자 신청서(공증 필수)

w Original copy of Employment Contract or its equivalent document with

details of exact compensation and duration of employment: 임금과 계약기

간, 복지 혜택 등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원본(공증 필수)

w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certified true copy of

Alien Employment Permit(AEP):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증

w Bureau of Immigration (BI) Clearance Certificate: 이민국 허가증

w Clear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showing the admission and

authorized period to stay: 여권의 신상정보 면과 출입국 기록 면 복사본(체류

가능 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w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Laws: 회사 SEC 등록서류

w Income Tax Return & Proof of Payment Of Taxes by the Petitioner: 소

득세 신고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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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시 추가 구비 서류

w Copy of marriage contract of applicant and spouse and/or birth

certificate of minor unmarried children, NSO-certified or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consulate in or nearest the place where

marriage was solemnized or place of birth,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other foreign language, as the case may be: 영문 번역 및 국내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된 혼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복사본 및 원본 각 1부

w Clear passport photocopies with 20days authorized valid stay upon

filing at the BID: 여권의 신상정보면, 출입국 기록 면 복사본(체류 가능 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취업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들 

w Notarized Letter Request of the Applicant-organization: 회사 대표 또는 인

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공증 필수)

w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BI Form

RADJR-2012-02): 2x2인치 사진 1매가 부착 된 비자 신청서(공증 필수)

w Original copy of Employment Contract or its equivalent document with

details of exact compensation and duration of employment: 임금과 계약기

간, 복지 혜택 등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원본(공증 필수)

w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공문 양식으로 작성된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원 보증서(공증, Board of Secretary 서명 필수)

w Family Census: 영문 주민등록 등본 혹은 호적등본(대사관 공증 필수)

w Clear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showing the admission and

authorized period to stay: 여권의 신상정보 면과 출입국 기록 면 복사본(체류 가

능 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w Photocopy of ACR & CRPE

w Photocopy of Alien Employment Permit(AEP):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증 복사본

w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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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자 발급처

1) 주한 필리핀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5-1(우편번호: 140-201)

- 전화번호: 02)798-2502/2503 Fax: 02)798-2504

- 근무시간: 월요일-목요일 09:00-15:00 & 일요일 09:00-16:00(금요일-토요

일 및 양국 국경일 휴관)

2)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

- Add: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Tel: (632) 465-2400 / (632) 524-3824 / (632) 524-3769

- 이메일: binoc_immigration@hotmail.ph / xinfo@immigration.gov.ph

- 근무 시간: 7:00~12:00, 31:00~17:30(주말과 공휴일 제외)

나. 최근 정책변화 및 이슈

1) 필리핀의 경제성과 

필리핀은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약 6.8%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가계부문의 높은 지출증가로 전년 동기(6.4%)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By Laws: 회사 SEC 등록서류

w Certification from Human Resource Division: 소속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

인 현황을 나타내는 인적 증명서(공증 필수)

w Income Tax Return & Proof of Payment Of Taxes by the Petitioner: 소득

세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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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2018년 필리핀 경제 현황

자료: 필리핀 통계층, 필리핀 중앙은행, 코트라(2018)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다섯번째 교역국이자, 안정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를 보이고 있는 국가인 바, 한-필 FTA 체결은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주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년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전쟁 파병(필→韓), 아라우 부대 파병(’13, 韓→필) 등으로 이어진 양국 간 우호

관계가 한-필 FTA 추진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Ⅱ-10>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8,783
(7.0)

10,032
(14.2)

8,318
(△17.1)

7,278
(△12.5)

10,594
(45.5)

12,061
(13.9)

수  입
3,706
(12.9)

3,331
(△10.1)

3,252
(△2.4)

3,229
(△0.7)

3,702
(14.7)

3,569
(△3.6)

총교역액 12,489 13,363 11,570 10,507 14,296 15,6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년 4월 17일)

또한, 필리핀은 2017~2019년 외국인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FDI 유치 우선분야(IPP)7)를 선정, 해당 부문 투자에 대

해 다양 한 인센티브 제공한다.

2017년 선정된 분야는 제조업분야에서 농수산물 가공식품, 부품 제조업 등이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집적회로 설계, 항공장비 유지·보수, 대체에너지, 산업폐기물

7) Investment Priority Plan으로 통칭되며 통상 3년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선정

구분 지표

GDP성장률 (2018년 1분기 기준) 6.8%

기준금리 (2018년 5월 기준) 3.25%
인플레이션 (2018년 4월 기준) 4.5%
무역수지 (2018년 1월 기준) 약 87억 달러 적자
환율 (2018년 6월 13일 기준) 53.23 필리핀 페소/ 미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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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유무선 통신 산업, 엔지니어링, 조달·건설, 마약재활 치료시설 설립·운영 등이

다. 또한, 신기술 분야로는 혁신기술, 환경·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이고, 에너지 분

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이 선정되었다.

2)시장특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공산품은 물론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

다. 또한, 소수 대기업이 제품 유통을 장악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높아 경쟁이 제한

적이고 대기업이 시장가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우위 시장구조가 형

성되어 있다. 극심한 빈부 격차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 중하위층의 소득증가가 절실하

며 고소득층 20%가 전체 국민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최하위층 20%의

비중은 5% 미만 에 불과하다.

<표 Ⅱ-11> 3년간 필리핀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

 

연번 국가
2016 2017 2018(1-7월) 2018/2017증감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중국 6,192 14,968 6,992 16,831 4,862 11,847 8.6 24.2

2 일본 11,673 9,158 10,22910,555 5,506 6,184 -17.8 -3.1

3 한국 2,095 5,301 2,540 8,073 1,387 6,256 -50.2 42.5

4 미국 8,661 7,164 9,202 7,400 5,934 4,460 6.5 5.9

5 홍콩 6,582 2,393 8,645 2,633 5,709 1,708 16.8 7.1
자료: Global Trade Atlas, 코트라(2019)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인근국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

요한 역할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미쓰비시(Mitsubishi), Toyota가 2015년에

1,126만 달러 규모의 공장을 증설 전기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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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며 對한국 수출은

7월 기준 13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2%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미국, 태국 등*이며 7월 기준 한국산 수입이 62억 5,600만 달러,

수입 점유율 10.2%로 2위를 차지하였다. 1위는 중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필리핀과 한국과의 관계

1) 한-필리핀 교역 현황

한국-필리핀은 2019년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상품 분야

의 추가 자유화 협의를 해왔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의 교역에서 상위 5

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교역액은 156억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84억 9,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한국경제, 2019.4.17.).

ASEAN 회원국의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는 한국과 동일하게 2007년

6월이며, 필리핀(1월), 브루나이(7월), 라오스(10월), 캄보디아(11월), 태국은

2010년(1월)이다.

한국과 필리핀 총 교역액은 2018년 142.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교역량

은 전년 동기 대비 36.1% 상승, 필리핀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수출 11위를 차지

하고 있는 국가이다. 수입 27 위를 차지하며, 무역수지는 68.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하였다. 지난 2년 연속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對필리

핀 수출액이 100억 달러로 가장 높았던 2014년 수치를 초과하였다. 2018년 8월

기준 총 교역액은 10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수출 78억

7,600만 달러(17.4%↑), 수입 22억 1,900만 달러(10.8%↓), 무역수지는 5억

4,9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으며, 필리핀은 한국 교역대상국 중 수출 8위, 수입 28

위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늘었으나 수입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코트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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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인력 수요조사

 1. 인력부족 직종 및 취업 유망직종

가. 인력부족 직종

2019년 필리핀의 경제시장 전망은 지난 5년간 유지한 6% 후반 대 성장으로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 후반에서 최대 7%의 고성장이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근로자 송금을 토대로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심리가 확대 될 전망이다.

그러나 高 인플레이션, 페소화 평가절하 등의 악재가 지속될 경우 소비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미국

간 무역전쟁 장기화 및 두테르테 대통령의 연방주의 도입 움직임 등의 요인으로 아

세안 지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코트라, 2019).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인력부족 직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필리핀의 면적은 약 30 만㎢(한반도의 1.3

배)이며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 국가이다. 대부분의 섬은 이름 없는 암

초이거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개 정도로 보라카이, 세부를

중심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필

리핀은 해상레저 및 관광분야의 산업이 발달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 환경을 보유

하고 있어 해상레저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 인력부족 직종중 하나이다.

2017년 기준 여행·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는 21%, 고용은 230여만 명으로

5.8% 수준이다. 같은 해 필리핀 방문 외국인 수는 662만 908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현황을 보였다. 이 중 한국인 방문객이 160만 7,821 명, 24.3%의 비

중으로 1위 기록한바 있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인 방문객 수는 81만 5,683 명,

25%로 1위 고수하였으며 관광객 수 증가에 비해 숙박, 레저, 호텔 분야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필리핀은 인근 동남아 국가 대비 불편한 항공노선, 관광객 수

대비 숙박시설 부족, 열악한 레저·오락시설 등의 분야에 투자를 통해 관광서비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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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직종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필리핀의 기지전환개발청(DCDA)은 2017년 뉴 클락 시티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했으며, 1단계 개발 주요 내용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부(DOTR)

와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Clark International Airport 프

로젝트는 새로운 국제 허브공항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PNR Manila to Clark

Railway 프로젝트 또한 뉴 클락 시티와 주변 지역간 상호 연결성을 구축, 대중교통

의 효율적 연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관광여건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

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코트라, 2017).

필리핀의 BPO 산업 발전은 외화수입 증대, 건설수요 확대, 소비 증대 등으로 필

리핀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BPO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필리핀은 인도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기존의 콜센터 직종에서 회계, 인사관리 업무를 아웃

소싱하는 BPO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필요한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

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외국계기업, 필리핀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인사관리 업무 대행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급이 필요하다

이중 콜센터 상담원은 과거에 인력수요가 많았던 직종이었고 BPO 분야의 대표적

인 진출직종이었다. 콜센터 대부분 2~3교대로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콜센터 인

근에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의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BPO는 인사,

회계 등 전문분야의 업무를 대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영역까지 확대되

어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KPO 분야의 백오피스 분야이

다. KPO는 애니메이션, 디자인, 법률, 조달 등 전 산업에 걸쳐 기술지원 및 직종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BPO 산업이 대부분 대졸

학력 이상의 인력을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

고 인식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다국적기업의 회계,

재무관리의 4년 이상의 경력자는 약 3,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먼저 필리핀 경제의 최근 호황에 따른 기회의 측면을 본다면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과 BPO 산업의 호조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내수시장 역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리핀은 매력적인 내수소비재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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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기업이 진출이 대거 이루어진 상황과 필리핀의 BPO 인력을 활용한 아웃소싱

형태의 인력이 채용되는 분위기로 인해 인력수요는 고급인력을 파견하여 아웃소싱하

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오윤아 외, 2017).

나. 취업유망 직종

첫째, 필리핀은 호텔 및 리조트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호텔 및 관광 서비스 분야

가 유망한 분야이다. 필리핀은 약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2,000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리조트 및 호텔은 관광객이 주로 찾는 섬인 

세부, 보라카이, 팔라완 등 섬을 중심으로 다수 위치해 있다. 리조트는 주로 휴양,

오락, 관광, 의료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리조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형 리조

트가 다수 분포해 있으며, 호텔 부문은 하얏트, 샹그릴라 등 유명 글로벌 호텔 체인

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최근 급속한 관광산업 성장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아직 관광

객 규모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대형리조트나 호텔은 다수 존재하지

만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은 적은 편이다.

아울러, 2015년 호텔 및 요식업 부문 매출 기준 시장규모는 2014년 47억 달러에

서 7.5% 증가한 5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국내외 여행객 규모에 비해 열악한 숙박

시설이 관광업 활성화에 중요한 걸림돌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2015년 호텔 및 숙박

업체 수가 7,480곳으로 전년 대비 1.7%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앞

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숙박시설 규모 및 품질 개선, 각종 국내외 항공편 증설, 무비자

입국 확대, 아름답고 편안한 리조트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결합되면서 필리핀 관광산

업은 2019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 700만 명(6.4% 증가), 관광 수입 97억

5,000만 달러(12.1% 증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필리핀이 관광 대국이 되어가는 추세를 따라 글로벌 유명 호텔들이나 필리

핀 관광 산업 현장으로 현지 취업이나 인턴 활동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 학

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중 한국인이 대다수인 현재 상황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대처할 관광전문가 또한 요구되고 있다. 관광업 경기가 활성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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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 세부 부문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뿐 아니라

쇼핑몰, 오락시설은 물론 공항, 철도 등의 관광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강화되면서 건

설은 물론 관련 서비스 경기도 밝을 전망이다. 관광 관련 인프라 및 시설이 개선되면

인프라 건설 및 요식업 등 과 같은 유관 사업 부분으로의 진출 기회 또한 넓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표 Ⅲ-1> 최근 5년간 필리핀 국가별 여행객 수 상위 5개 국가

(단위: 천 명)

  자료: UNWTO, Euromonitor, 자료: 코트라(2018)

2017년 기준 필리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4,485억 6,100만 페소

로, 이는 2016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표 Ⅲ-2>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 분야별 소비 현황

(단위: 백만 페소)

소비 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숙박 61,974 80,448 91,551 81,163 103,376
식음료 53,654 60,203 69,357 74,560 116,835
교통비 44,871 52,657 60,296 70,805 91,524
여행사 341 1,991 3,896 2,418 1,478

유흥& 활동 22,832 30,818 36,157 39,719 64,102
쇼핑 37,546 46,419 42,145 39,243 63,870
기타 4,082 4,358 3,087 3,791 7,376
합계 225,300 276,894 306,489 311,698 448,561

   자료: 코트라2018)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1,175.5 1,339.7 1,475.1 1,607.8
중국 395.0 490.8 675.7 968.4
미국 722.8 779.2 869.5 957.8
일본 463.7 495.7 535.2 584.2
호주 224.8 241.2 251.1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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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분야별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에서 식음료 분야가 가장 높은

1,168억 3,500만 페소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이어 숙박 산업에서 1,033억

7,600만 페소, 유흥 및 활동 분야에서 641억 200만 페소, 쇼핑 분야에서 638억

7,000만 페소 규모의 소비지출이 있었다. 이는 필리핀의 관광객 소비현황이 지속적

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일자리 전망도 밝은 분야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은 미국 등과 같이 해양관광·레저 산업이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속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그 저변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양관련 산업의 제조 및

유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형성되어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양 스

포츠관련 교육기관 및 대학교 교과과정이 운영되어 스쿠버다이빙, 해상장비운영 전문

가 등 해외진출을 위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표 Ⅲ-3> 해양스포츠학과 현황

지역 대학 학과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과

부산광역시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부산광역시 한국해양대학교(본교) 해양체육학과

충청남도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충청남도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

전라남도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자료: 커리어넷 학과정보

국내에서도 해양스포츠학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6개 학교가 해양관련

레저 및 스포츠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 해외현지에 해외취업까지 연계하여 인턴 및

실습, 취업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취업자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호텔과 스포츠레저 분야의 취업자로 나타났다. 그 만큼 국내 뿐만 아니

라 필리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전문 인력을 양

성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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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필리핀은 최근 폭탄테러와 한국인 관광객의 피살로 범죄와 치안문제가 큰

국가이다. 필리핀에서 유망한 취업직종은 관광 및 치안범죄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직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강력범죄가 많고 도피사범이 많은

국가이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지난해 국내산 순찰차량 130대를 지원한데 이어,

2019년 1월에는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과학수사키트 120개를 제공했다. 6월에는

경찰 오토바이 142대도 지원한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60 만 달러

(약 75억원)를 투입해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에 순찰

차 130대를 비롯해 경찰 오토바이 142대, 현장 감식 키트 120세트를 제공하고 현

지 경찰을 국내로 초청해 수사시스템을 전수한다. 경찰 교육을 위한 전문가도 필리핀

으로 파견할 계획이다(뉴스통, 2019.2.28.).

경찰청은, 필리핀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

피사범 검거 및 공조수사 분야에서 필리핀 경찰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KOICA와 함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경찰과 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은 韓-필리핀 양국 경찰

은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

축하고 있으며, 양국 경찰 間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관광객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한바 있다. 치안협력 사업(ODA)

은 우리 치안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재외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제 공

조수사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내기 위한 사례이다.

한-필리핀 양국 경찰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2016년까지 연간 10여건에

달하던 필리핀 현지 한인 피살사건이 2017년 1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교민 안전

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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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필리핀의 현지 한인 피살사건

(단위: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5. 18 현재)

피해자數(명) 10 11 9 1 2

자료: 경찰청 보도자료(2018)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개요 

• 기간․총 사업액 : ’16년∼’20년, 총액 660만불(약 75억원)

• 목적 : 필리핀 경찰의 현장 대응(출동) 및 현장 증거수집 등 수사역량 강화

※경찰청에서 사업 추진, 경찰 전문가들 간 교류를 통해 양국 경찰 간 협력관계 강화

• 주요 내용

- (경찰장비 제공) 순찰차 130대, 경찰오토바이 142대, 현장감식키트 120세

트 제공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하되, ‘공여마크(경찰청 및 KOICA 로고)를 부착’ 대한민국
정부 지원 사업임을 표시

- (초청)경찰고위직 2회(20명), 실무급 총7회(140명) 초청, 한국 경찰시스템

전수

- (전문가 파견) 韓 경찰전문가 17명을 총 6회 파견, 필리핀 경찰관 교육

이처럼 관광 활성화에 따른 보안문제로 인해 비즈니스, 관광을 위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디가드 에이전트가 각광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여행사와 카지노를 중

심으로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인력수요가 늘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라

인력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직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보디가드 에이전

트 시장 확대에 따라 인력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해양레저 스포츠의 경우도 보라카이 등에서 해상사고가 발행하여 관광 및 안

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스

포츠 해양서비스의 경우 지금은 한국 청년들이 최근 들어 스쿠버 다이빙, 해상장비

엔지니어 및 한국인이 운영하는 해상레저분야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필리핀은 유학 및 어학을 위한 교육 서비스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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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학생 관리를 보조할 수 있

는 스탭(매니저) 등의 직종이 유망하다. 더불어 최근에는 어학원마다 항공승무원, 관

광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수요가 늘어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취업이

유망한 직종이다.

둘째, 필리핀은 한류 문화 보급으로 인해 한국 미용업계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헤어미용은 뷰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기술과 감각이 필

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은 국

가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건강, 미용 관련 제품들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제품의 경우 품질은 높은 반면 가격 수준이 현지 구매력 대비 다소 높은 편

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스킨케어 제품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에도 가격

대가 합리적인 게 특징이다. 필리핀의 경우 화장품 뿐 아니라 비누, 샴푸 등의 생활

용품, 커피 등의 식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파우치 형태의 제품 판매가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여성들은 피부 미백 제품을 선호하여 클렌저, 로션, 토너, 프레스드 파우

더, 그리고 캡슐과 같은 다양한 제품 수요가 많다. 화장품 수요에 따른 메이크업 및

헤어분야도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화장품 분야는 필리핀에 진출한 A브랜드

기업과 같은 제조업 분야가 있고 서비스업 분야인 메이크업 분야는 뷰티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 광고 메이크업, 포토 메이크업, 패션 메이크업 등이

있다. 최근 필리핀은 헤어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마사지(얼굴 및 전신 포함)와 더불어

비만 조절 기계 및 미백 등을 부가 서비스 분야로 토탈 헤어메이크업 분야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다. 또한, 비만 및 체형관리,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분야를 종

합적으로 다루는 헤어메이크업 분야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현지에 있는 대

부분의 한국인 미용삽에서는 스킨케어를 같이 하고 있으며,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스

텝, 디자이너, 실장, 점장 분야로 구인공고를 볼 수 있는데 급여 수준은 중대형 헤어

메이크업 사업장에 따라 다르고 개인 실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수

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디자이너도 있다.

셋째, 필리핀은 한국계 금융기관이 대거 진출해 있다. 하지만 현지 금융기관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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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고객의 신분제도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계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금융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현지 언론(Rappler)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필리핀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5.5Mbps로 122개 국가 중에서 100위

를 차지해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한다.

<표 Ⅲ-5> 필리핀 통신사업자 이용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코트라(2018)

60Mbps 이상 속도의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한 달 기준 평균 가격은

39.06달러로 91개 국가 중에서 29위를 차지해, 국가 소득수준대비 모바일 인터넷

비용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BMI Research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이동통신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많은 인구를

배경으로 2016년 3월 기준 5.2%의 가입자 수 증가율과 114%에 달하는 보급률을

보였다. 이용자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예정이며, 2027년에는 약 1억3,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코트라, 2018).

필리핀의 대부분 휴대폰 이용자는 유심칩을 구매한 뒤,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제 요금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4G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

며, 현재 3G 서비스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4G 사용자가 점차적으로 많아

지고 있으며 2023년 경 에는 4G이용자 수가 3G 이용자 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

망된다. 휴대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앱 개발 등 활용도가 높아져 관련 직종에

    구분 2016 2017 2018(추정치) 2019(추정치)

모바일 이용자 수 125,562.1 118,980.1 123,025.4 124,993.8

- 3G 서비스 44,617.0 48,811.0 51,251.1 52,789.1

- 4G 서비스 9,275.0 14,930.0 20,603.4 26,784.9

유선전화 이용자 수 3,445.0 3,052.6 2,892.9 2,982.4

고정인터넷 이용자 수 11,884.0 13,642.8 16,206.0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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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5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이동통신 사업

자에게 서비스 품질과 가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 경

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외국통신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

으며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은 PLDT와 GLOBE 양사의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관

련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품질의 인터넷 서비스공급이 이루어져 있어 왔

다. 2018년 7월 23일에 이루어진 두테르테 대통령의 제3차 시정연설(The state

of the Nation Address, SONA)에서, 대통령은 필리핀의 이동통신시장이 합리적

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 또는 현지기업들의 진입을 허

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제3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조

건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업종의 변화와 일자리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은 최대 4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단독 진출

은 불가능하며,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해 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리핀 정부는 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최근 기술요건과 통신사업운영

경험에 관련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이 제3 이동통신 사업자

도입을 통해 더 높은 기술수준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

다. 

7,000여 개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은 지형적 특성 탓에 열악한 통신 인프라를 보

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5G 도입 등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확대

하고 있다. 기존 통신사의 투자확대와 맞물려 제3 통신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통신

인프라 관련 건설, 기술 용역, 케이블 등의 통신부품 자재 수요가 높아져 관련 하드

웨어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필리핀 정부의 이동통신서비스 개선에 대한 압박으

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소프트웨어 개선에도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

사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과 꾸준히 접촉하는 상황이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이 확대 보급되면서 필리핀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주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음성통화나 메시지 전송을 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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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업체 혹은 채팅 앱 제공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모바일 인터넷과 앱을 결합한 상

품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련 직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은 아시아 최초로 증권시장을 개장(1927년)하는 등 금융 산업의 출발은 빨

랐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패의 일상화, 금산분리가 안되어 있는 점, 정치적인 불

안정성으로 금융 산업이 더디게 발전해 왔다.

2014년 금융자유화법이 시행된 이후로 일반적 금융활동에 더해 금융임대업, 파생

상품계약, 온라인 뱅킹 등 신금융기법이 보급되고 있는 단계이며 임대업과 채권 매수

업 등 틈새 금융업도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필리핀은 은행 개설 및 신규 금융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BSP(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시장의 부정

부패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위

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필리핀에는 총 11,936개의 은행이 있으

며 6,527개의 상업은행 및 일반은행, 2,453개의 저축은행, 2,956개의 지방은행이

있으며 이 밖에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The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The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Amanah Bank, The Opportunity Micro-Finance Bank 등이 있다.

<표 Ⅲ-6> 최근 4년간 필리핀 소매금융 대출액 추이

(단위: 십 억 PHP)

 자료: 코트라(2018)

필리핀 정부는 2014년도에 금융 시장 확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이 은행 지분을

구분 2014년 증감률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2017년 증감률

자동차 대출 231.3 24% 304.3 32% 380.4 25% 490.5 29%

카드 대출 203.9 6% 222.3 9% 224.5 10% 283.8 16%

중·장기 대출 - - - - 10.5 - 20.0 90%

교육 대출 16.2 8% 17.8 10% 19.2 8% 21.1 10%

부동산 대출 18.9 3% 19.0 4% 19.7 4% 20.8 6%

개인 대출 409.1 4% 426.3 4% 442.5 4% 470.8 6%

합계 898.8 9% 989.7 13% 2,233.6 13% 1,307.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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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범위 제한도 없애는 등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금융기업들이 필리핀에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한국, 영

국, 미국, 일본 등 총 25개의 외국계 은행들이 필리핀에 진출해있다. 

필리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BPO산업의 발달로 인한 중산층의 증가로 소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매금융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코트라, 2018).

  특히, 현지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이 필요하나 아직 필리핀의 금융IT 전문 인력이 한국보다 기술력이 낮아 금융솔루션

전문가 파견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고 필리핀 내에서도 전문가가 부족한 게 현

실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보관리 전문분야 인력이 늘

어날 전망이다(코트라, 2018).

현재 필리핀은 33여개의 신분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금융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반해 계좌 개설율이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분확인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신분 확인 절차

가 간단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며 특히 인터넷 및 핀테크

기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IT분야의 금융보안 엔지니어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화모델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구직자 및 현지 인력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인력수요가

많은 열 개의 사무직 종류 직업군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1위는 BPO 산

업, 즉 콜센터 및 사무 아웃소싱 분야로 분기별 약 18,026개의 인력수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위부터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코트라, 2017).

콜센터 분야는 당분간 유망직종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한

국관광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안내서비스를 대행하거나 한국의 통

신회사의 콜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는 재무, 회계, 인사관리(출퇴근, 4대보험 등)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현

지 기업 및 외국계기업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급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영업직은 호텔관광서비스 분야로 관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매니저, 식음료서비스 종사자, 여행가이드 등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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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문가도 유망한 분야로 정보통신 및 IT기술 도입이 활성화 되면서 관련 직

종에 대한 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① 콜센터 및 사무 아웃소싱 – 분기당 18,026개

② 영업직 – 분기당 6,913개

③ 컴퓨터 전문가 – 분기당 5,779개

④ 사무직 – 분기당 5,533개

⑤ 판매점원 – 분기당 3,528개

⑥ 안전 서비스 노동자 - 분기당 2,565개

⑦ 엔지니어 – 분기당 2,140개

⑧ 계산원/표 판매 점원 – 분기당 1,951개

⑨ 회계사/회계 감사관 – 분기당 1,292개

⑩ 채무 징수 담당자 – 분기당 1,111개

2. 취업처 및 한국인 취업 현황

가.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현황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은 자본과 시장의

경험, 투자국의 유인, 노동력의 확보, 시장 선점 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외로 진

출하게 된다(김일식, 2016).

대체로 자본의 규모 및 비율이 커질수록 종업원의 규모도 커진다. 필리핀은 생산

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이지만,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는 특징 외에도 주변의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베트

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또한,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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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

은 수준이다. 또한, 그는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

하는 데 첫째로,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

리핀 내수시장을 지속해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의 역할을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예에서 보듯이, 일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이 같은 요인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의 목적과 크

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전략적인 차이는 일본 기업들은 생산 거점 및 내수시장 확보라는 틀 속에서 진

출하고 시설 투자를 하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불황으로 비어 있는 중국의 토착 기

업을 인수하면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는 다르게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전

략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표 Ⅲ-7> 한국의 대(對) 필리핀 투자동향

(단위:US$백만,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실투자액

2007 312 140 114.1
2008 378 115 201.5
2009 260 68 121.9
2010 229 76 229.1
2011 282 82 207.0
2012 237 70 938.1
2013 259 54 457.2
2014 207 51 94.1
2015 167 43 154.3
2016 200 55 166.4
2017 214 48 217

2018.1분기 48 7 47

자료: 수출입은행(2018년 7월 확인가능 최신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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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2017년도 기준 신규 법인수 48개사, 투자액 2억 1,713만 달러로 법인설

립 기준 18위, 투자액 기준 25위로 투자액 순위는 전년대비 상승했고, 신규법인 개

설 순위는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대(對)필리핀 투자는 2012년 급격히 늘었다가

2013년 절반으로 감소했다. 기 진출한 특정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감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4년 들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코트라 해외진출 한국기업 중 필리핀 등록 기업은 총 228개로 마

닐라(Manila), 다바오(Davao), 따귁(Taguig), 라구나(Laguna), 라스피냐스(Las

Pinas), 마카티(Makati), 만다웨(Mandaue), 만달루용(Mandaluyong), 문틴루

파(Muntinlupa), 바타안(Bataan), 바탕가스(Batangas), 불라칸(Bulacan), 산

후안(San Juan), 세부(Cebu), 안티폴로(Antipolo), 알라방(Alabang), 올티가스

(Ortigas), 카비테(Cavite), 칼람바(Calamba), 퀘존(Quezon), 클락(Clark), 파

라냐케(Paranaque), 파사이(Pasay), 파시그(Pasig)를 중심으로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운수업, 건설 공사업 등이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한국진출기

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보면 카비테과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되어 있

고 다음으로 마카디, 파시그 순이다. 마닐라는 14개 기업이 진출하였다.

구분 마닐라 카비테 마카티 파시그 올티가스

2016년 14 79 42 21 8

2014년 13 78 43 30 -

<표 Ⅲ-8> 주요 지역별 기업체 분포

자료: 코트라(2016)기업 디렉토리

업종별 주요 분포를 살펴보면 필리핀에 진출한 228개 기업 중 제조업 분야가 전

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건

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은 2014년 대비 2016년에 증가폭이 다른 업

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필리핀의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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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 서비스
도매/소
매

운수 건설 금융 광업 부동산

2016년 115 33 34 20 21 2 1 2

2014년 119 26 43 22 18 2 2 2

<표 Ⅲ-9> 업종별 기업체 분포

자료: 코트라(2016), 기업 디렉토리

<표 Ⅲ-10> 서비스 업종별 기업분포 현황

연번 회사명 지역 세부업종

1 리얼네트웍스 따귁(Taguig) 기타 서비스업
2 킴라테크니컬컨설턴트 마닐라(Manila) 기타 서비스업

3 SK해운 마닐라(Manila)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4 필에어 마닐라(Manila) 기타 서비스업

5 아일랜드리조트클럽 마닐라(Manila)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6 제이에스드림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7 에듀케이셔널테스팅 마카티(Makati) 교육

8 링크텍 마카티(Makat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9 삼성물산마닐라사무소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10 아거스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11 에코와이즈필리핀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12 오스템필리핀 마카티(Makati) 보건 및 사회복지
13 일요신문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14 레드바나 마카티(Makati) 출판·영상·방송통신
15 한전KPS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16 필브릿지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17 파로라마리타임에이젼시 마카티(Makati) 기타 서비스업
18 듀존 문틴루파(Muntinlupa) 교육
19 엔터인터네셔널필리핀 산후안(San Juan) 기타 서비스업
20 원광글로벌센터 세부(Cebu) 교육
21 이카루스발전기 안티폴로(Antipolo) 기타 서비스업
22 유니버셜커뮤니케이션 앙헬레스(Angeles) 기타 서비스업
23 마닐라서울신문 올티가스(Ortigas) 기타 서비스업
24 마닐라펀 올티가스(Ortigas) 기타 서비스업
25 TJ미디어 올티가스(Ortigas) 기타 서비스업
26 TJ질러 올티가스(Ortigas)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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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트라(2016), 기업 디렉토리

<표 Ⅲ-11> 도소매 업종별 기업분포 현황

27 이노즈 올티가스(Ortigas) 교육
28 진호자수 카비테(Cavite) 기타 서비스업
29 케어브리지 퀘존(Quezon) 보건 및 사회복지
30 와이비엠 퀘존(Quezon) 교육
31 제이엠스타클락 클락(Clark) 기타 서비스업

32 하나투어마닐라지사 파사이(Pasay)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33 마크로라이트 파시그(Pasig) 기타 서비스업

연번 회사명 지역 세부업종

1 캐드원인터내셔널 따귁(Taguig) 도소매
2 에이CJ오쇼핑 따귁(Taguig) 홈쇼핑
3 삼성전자㈜판매법인 따귁(Taguig) 전자제품
4 넥스트레이드 따귁(Taguig) 식품유통
5 필그린플라스틱 라스피냐스(Las Pinas) 제조
6 카시오피오 라스피냐스(Las Pinas) 전자시계
7 오윈트레이딩 마카티(Makati) 어학원
8 판아일랜드 마카티(Makati) 서비스
9 토다비아 마카티(Makati) 여행사
10 미도라시아 마카티(Makati) -
11 오씨아이유니드필리핀 마카티(Makati) 태양열실리콘
12 포스코대우마닐라지사 마카티(Makati) -
13 한화무역 마카티(Makati) 무역
14 현대종합상사 마카티(Makati) -
15 효성마닐라지점 마카티(Makati) -
16 엠케이 만달루용(Mandaluyong) 무역
17 로부스탄 문틴루파(Muntinlupa) -
18 키스코 산후안(San Juan) -
19 오픈피노이 산후안(San Juan) -
20 리얼룩 산후안(San Juan) -
21 태연기계 알라방(Alabang) -
22 와우리싸이클링엠에프쥐 카비테(Cavite) -
23 백제필리핀 카비테(Cavite) -
24 삼영전자필리핀 카비테(Cavite) -
25 크리에이티브액션 퀘존(Quezon) -
26 굿모닝인터내셔날 퀘존(Quezon) 무역
27 솔라이트상사 파시그(Pas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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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트라(2016), 기업 디렉토리

현재 필리핀에는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LG전자 등 한국의 주요 기업

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보니파시오 지역에, 삼성전기 생산법인은 라구나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2016년 KOTRA 무역관 자체조사 결과 진출업종

중 제조업 49%, 서비스업 15%, 도소매업 14%, 건설업이 10%로 가장 많았다.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휴대폰, 보안장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R&D), BPO, 소매업 등이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임금 및 영어구사능력

등을 이유로 진출을 계획해왔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점차적으로 활

성화되면서 2013년 CJ O 쇼핑이 현지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홈쇼핑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소매업의 필리핀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스터피자

(MPK 그룹)는 2015년 9월 마닐라 마카티에 소재한 그린벨트 쇼핑몰에 1호점을 개

점, 2017년 현재 4호점까지 오픈해 운영 중이다.

28 이호 파시그(Pasig) -
29 삼도그룹 파시그(Pasig) -

30 피케이에스에스엔터프라
이즈 파시그(Pasig) -

31 드림아시아델리트레이딩 파시그(Pasig) -
32 WG엔터테인먼트필리핀 파시그(Pasig) -
33 LG상사마닐라지사 파시그(Pasig) -
34 마크로파머 파시그(Pasig) 의약품

회사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

시기

대덕필리핀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1,000명 1996

삼성전자 유통업 가전기기 외투법인 약 200명 1996

삼성전기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3,000명 1997

선진필리핀 제조업 동물사료 외투법인 약 70명 1997

대림필리핀 건설업 건설 현지법인 약 100명 -

<표 Ⅲ-12> 필리핀 진출 주요 기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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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트라(2017)

2013년 이후의 필리핀 진출로는 2014년 대상에서 현지기업인 RICOR와 합작으

로 카가얀 데오로(민다나오) 지역에 옥수수를 주원료로 한 전분당(물엿) 제조공장을

설립한 사례가 있다. 대상에서는 설비 및 기계장비에 총 200억 원을 투자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은행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에 은행 시장이 개방되면서 2015

년 이후 기업은행(마닐라), 신한은행(마닐라), 우리은행(세부)이 지점을 설립하고 영

업을 개시했다. 2018년 1월 필리핀의 비즈니스 언론 기관인 Business World는 필

리핀의 TOP 1,000 기업순위를 발표하였다.(2016년 매출액 기준)

필리핀 1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으로는 한진중공업(조선, 45위), 삼성전자(판매,

47위), 롯데칠성이 투자한 Pepsi-Coal Products Philippines(식음료, 59위) 및

삼성전기(반도체, 80위)등 총 4개의 기업이 포함됐다.

포스코 제조업 철강제품 외투법인 약 200명 2008

KEB하나은행 금융업 금융 외투법인 약 20명 1981

PSMC 제조업 기계전자 외투법인 약 240명 1996

한국전력 발전업 발전 외투법인 약 300명 1995

한국중공업 조선업 조선 외투법인 약 2만명 2006

한화마닐라 무역업 무역 외투법인 약 10명 1983

CJ GLS 물류업 물류 외투법인 약 100명 2006

CJ 쇼핑 도소매 유통 외투법인 약 30명 2013

대상리코 제조업 식품 합작법인 약 50명 2013

파고다 교육업 전화영어 합작법인 약 100명 2014

LS Phil,
Inc,mgf 제조업 의류 외투법인 약 1,000명 2013

에코와이즈
필리핀 서비스업 컨설팅,

시장조사 외투법인 약 10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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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업명(분야) 매출액 증감률 순이익

45 HHIC-Phil., Inc(조선) 37,540 -24.5 47

47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 Corp. (전자, 판매) 36,065 9.6 265

59
Pepsi-Cola Products
Philippines Inc.(식음료,

롯데칠성투자)
30,362 9.0 853

80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 (전기, 생산) 24,567 2.4 24,388

113 Hyundai Asia Resources, Inc.
(자동차) 19,032 40.9 19,008

217 LG Electronics Philippines,
Inc. (전자, 생산) 10,290 11.1 -4.0

266 SFA Semocon Philippines Corp
(반도체) 8,292 14.1 305

316 KEPCO SPC Power Corp.
(발전) 6,908 3.2 2,562

451 KEPCO Ilijan Corp. (발전) 4,776 14.5 2,068

455 Daelim Philippines, Inc. (건설) 4,743 14.5 -78

606 CJ Philippines, Inc(사료) 3,252 19.7 181

<표 Ⅲ-13> 필리핀의 TOP 1,000 기업 중 한국 기업의 순위

(단위: 백만페소, %)

회사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

시기

대덕필리핀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1,000명 1996

삼성전자 유통업 가전기기 외투법인 약 200명 1996

삼성전기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3,000명 1997

선진필리핀 제조업 동물사료 외투법인 약 70명 1997

대림필리핀 건설업 건설 현지법인 약 100명 -

포스코 제조업 철강제품 외투법인 약 200명 2008

KEB하나은행 금융업 금융 외투법인 약 20명 1981

<표 Ⅲ-14> 필리핀 진출 주요 기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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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트라(2017)

나. 한국인 취업 현황

필리핀은 2014년 실업률이 6.8%로 아세안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필리

핀의 경제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5년 취업률은

93.7%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5% 증가, 실업률은 6.3%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

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및 불완전 고용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필리핀에는 2016년 4월 현재 약 2.7백만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며 실업자 가운데 63.1%는 남성, 총 실업자 중 15세에서 24세 인구는 50.4%이

며, 25세에서 34세 인구는 30.1%의 분포를 보였다. 산업별 고용의 경우 서비스업

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 종사자

는 총 고용자 비율 중 59.0%를 차지한다. 2차 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자 중

32.4%로 서비스업 종사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 종사

자는 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PSMC 제조업 기계전자 외투법인 약 240명 1996

한국전력 발전업 발전 외투법인 약 300명 1995

한국중공업 조선업 조선 외투법인 약 2만명 2006

한화마닐라 무역업 무역 외투법인 약 10명 1983

CJ GLS 물류업 물류 외투법인 약 100명 2006

CJ 쇼핑 도소매 유통 외투법인 약 30명 2013

대상리코 제조업 식품 합작법인 약 50명 2013

파고다 교육업 전화영어 합작법인 약 100명 2014

LS Phil,
Inc,mgf 제조업 의류 외투법인 약 1,000명 2013

에코와이즈
필리핀

서비스
업

컨설팅,
시장조사 외투법인 약 10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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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인원(명) 업종 인원(명)

사무, 서비스 10,089 IT 4,133

패션, 디자인 7,064 전자, 전기 355

건설, 토목 2,335 기계, 철강, 금속 5,904

관광, 호텔, 요식업 1,005 의료, 보건 242

농업, 수산업, 임업 115 광업 272

보험, 금융 859 교통, 통신 806

부동산 551 과학, 기술, 전문서비스 4,907

공공서비스 16 도소매, 각종 수리업 2,358

기타 922 합계 41,933

<표 Ⅲ-15> 필리핀 내 외국인 취업 현황(2015 기준)

(단위: 명)

  자료: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필리핀은 많은 인구, 고등교육 수료자가 많은 점, 외국계 기업의 다수 진출 등으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게 제공되나, 일부 제조업 및 기반산업의 미발달로 일자

리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10만 명의 노동인구 중

절반 이상인 60만 명이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Community-Based Employment Program(CBEP)는 정부에서 주도하여 중심

도시 외의 소외된 지역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492,961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이주노동과 해외송금액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오래부터 정비해 왔으며 이

러한 제도는 인력송출국가 중 가장 발전된 것으로 평가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특히, 한국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영어활용이 가능

한 한국인을 선호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IT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수요가 늘어나 관광 서비스, 콜센터, BPO,

KPO 등의 분야에서 경력자의 근무조건이 좋게 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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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4 2015 2016
중국 6,515 9,109 18,920
한국 4,402 3,603 4,005
일본 3,647 3,953 4,005
인도 2,296 2,571 3,697
미국 926 617 712
대만 989 1,221 1,394

말레이시아 782 789 1,065
영국 472 469 537

인도네시아 1,088 966 1,559
베트남 미집계 598 914

<표 Ⅲ-16> 연도별 외국인 취업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명)

  자료: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K-Move 해외취업자 현황을 보면 2017년 취업자는 총55명, 2016년은 총 47명,

2015년은 총 36명이다.

<표 Ⅲ-17> 최근 3년간 직종별 분포

(단위: 명, %)

자료: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자 현황

필리핀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은 656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국인 방문객은 159만 명으로 총 방문객의 24.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뒤

를 이어 중국, 미국, 일본 관광객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필리핀은 7,100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관리자 6 16.7 11 23.4 8 15.4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0 0.0 1 2.1 0 0.0
사무 종사자 4 11.1 7 14.9 3 5.8
서비스 종사자 14 38.9 7 14.9 25 48.1

전문가 및 관련 종사 12 33.3 19 40.4 16 30.8

판매 종사자 0 0.0 2 4.3 3 5.8
합계 36 100.0 47 100.0 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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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섬을 바탕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휴양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스포츠레

저 분야도 유망직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국가 인지도 제고 노력, 국제선

항공편 증가, 관광시설 투자 등의 요인에 힘입어 외국인 방문객 규모와 이에 따른 관

광, 스포츠레저, 국제물류 등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 월드잡,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

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양적 수요는 코트라 및 무역협회 등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고, 질적 수요는 필리핀 현지 방문 및 민간리쿠르트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요

구하는 직종별 직무 및 역량요소를 파악하였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외취업 모델개발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으

로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코트라 진출기업 디렉토리 자료와 산업인력공단 3년간 취

업자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

첫째, 필리핀에 진출할 수 있는 유망직종은 호텔(식음료, 영업마케팅)분야이다.

2017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종사자 및 관리자 대분류에

서 16명이 호텔카지노 업체로 취업이 되었으며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취업하거나 취

업알선기관 또는 연수를 통해 취업하였다.

카지노 면허 및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IR 내부의 카지노는 마닐라

Entertainment City 내 4개의 카지노 포함 총 9개이며, 2008년 이후 민간 사업

자에게 카지노 개발 및 운영을 허용, 말레이시아 겐팅 그룹을 중심, 리조트월드마닐

라(RWM, 약 8억불 규모)를 개발하였다.

카지노의 면적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호텔 객실 수에 따라 상이하고, 일반적으

로 전체 면적의 20%에 달한다. PAGCOR의 역할은 카지노 및 IR 내의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에 관하여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PAGCOR에서 카지노 종사원에 대한 자격증(Gaming Employment

License)을 발급 및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내국인

과 외국인의 자격요건이 다르고 유형별로 다양한 자격증이 있다.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21세 이상으로 각 유형에 따른 온라인 시험을 보고 통과하여

야 한다. 카지노 딜러의 경우 무조건 필리핀 국적 소지자만 가능하며, 그 외 매니저

급 등 종사원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IR내의 카지노 종사원은 비교적 고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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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우나, PAGCOR 카지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IR의 인사팀에서 종사

원 서류를 PAGCOR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필리핀 유망직종으로는 해양스포츠 분야를 들 수 있다. 필리핀은 해양스포츠

를 일상생활속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한국 관광객의 증가로 레저스

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 보트, 수상스키, 요

트, 서핑 등 과거의 내륙 관광에서 해양스포츠 분야로의 전환으로 고용창출로 이어지

고 있다. 2017년 산업인력공단 취업자 현황을 보더라도 세부지역의 해양레포츠 기

업에 취업자가 12명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연수과정을

통한 스포츠 레저분야의 취업자이다.

셋째, 필리핀 유망직중 하나는 교육 서비스업이다. 교육 서비스업은 어학원을 중심

으로 한 분야와 민간교육기관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로 유학생 관리 및 사무업무, 항공승무원 교육과정, 화상영어 전문기업 등이다.

2017년도 교육 서비스업에 취업자는 55명중 7명으로 어학원을 제외하고 영어전문

기업 및 객실승무원 교육기업으로 취업이 대분이다. 최근에는 어학원에서도 승무원

교육까지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넷째, 필리핀의 유망직종은 BPO 콜센터와 물류분야 직종이다. BPO 분야는 한국

관광객 증가로 인해 호텔, 레저 등 인바운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는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적 강점을 갖춘 한국인 인력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미국에 모기업

을 둔 기업이 많아 근무여건이 자유롭다. 또한 물류직종에서도 1명이 취업으로 조사

되었는데 필리핀은 웰빙, 식품 등의 수출 및 수입의 증가로 해상물류기획 물류영업,

무역사무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공단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섬을 바탕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휴양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호텔서비스, 스포츠레저 등의 분야로

진출현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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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해외취업프로그램 운영 사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단계별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스킨스쿠버다이빙 강사인력 양성과정 

해외취업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스쿠버다이빙 강사인력 양성과정은 체계적인 직

무 교육과 어학 및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과정은 정규 학사과정과

학점을 연계시켜 해외 학기제를 통한 운영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해당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필리핀 소재 해외 업체에 강사 인력으로 취업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운영과정

은 국제표준 기준에 맞는 교육훈련과정 이수와 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업 내용으

로 구성되어있다.

(2)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사업 

해외취업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는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우수인력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를 포함

한 69개국 136개 도시의 해외 한인기업에 3개월 동안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

는데 단순 파견에만 그치지 않고 협회의 현지 지회에서 개최되는 정기 간담회를 비

롯하여 먼저 해외취업에 성공한 현지 선배들을 통해 현지 적응과 현지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필리핀 거주 한인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창업 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는 지역 경제 환경과 유

통업·부동산·교육사업·요식업·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별 현지 창업 실 사례에 대한 현

지화 된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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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및 취업자 인터뷰 현황

 가. 필리핀 현지 방문 개요

필리핀 현지 방문은 2019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일정으로 마닐라, 클

라크 칼람바 지역을 중심으로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주필리핀대사관,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EPS센터장 등 각 분야별 취업자 및 관계자 등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필리

핀 방문에서는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팀 2명과 남서울대학교 민OO 교수가

방문하였다. 방문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Ⅲ-18> 필리핀 현지 방문 일정 및 계획

지역 소속 인터뷰 대상자/직급 비고

마닐라

마닐라 EPS센터 윤○○센터장

KOTRA 마닐라 무역관 추○○ 과장

주필 한인상공회의소 이○○ 회장

주필 대한민국대사관 김○○ 상무관

두싯타니 호텔 이○○ 매니저

IBK 함○○ 대리

KEB 권○○ 대리

필리핀 한국문화원 조○○ 한국어 강사

라구나 주
(칼람바)

아수리온 김○○ 매니저

클라크
GS어학원

박○○실장

김○○실장

종필 어학원 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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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리핀 현지 취업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1) 필리핀 시장 환경

2008년까지 필리핀은 세계 BPO시장의 21% 차지, 인도(51%)에 이어 2위였으

나, 2010년 인도를 누르고 1위를 등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CICT(필 ICT 위원회)

에 따르면 2010년 필리핀 BPO 산업 매출은 91억 달러(GDP의 5%), 고용규모

52.5만 명으로 처음으로 인도(55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인도에 비해 친절하고

온순한 국민성, 미국식 영어구사 등에 기인한다. 이외 인근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 양호한 통신 인프라, 정부의 각종 투자인센티브도 투자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BPO 분야의 고객 지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에서 점점 더 많

은 회사가 모든 채널에서 자동 채팅 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콜센터,

성장성면에서는 back-office, non-voice BPO가 각광받고 있다. 매출, 고용면에서

는 콜센터(Contact Center)가 전체 BPO 시장에서 69%, 63%를 차지하여 최대

규모이나, 고용성장성면에서는 back-office(25%), non-voice BPO(25%)가 콜센

터(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미래가치 투자를 위한 특화모델 개발을 통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봇봇 (Chatbots)은 2020 년까지 모든 고객 서비스 상호 작

용의 85 %까지 운전할 것으로 예측되어 셀프 서비스 기능으로 고객 참여를 향상시

킬 분야에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리핀의 인적요소와 기업투자 환경을 고려해 볼 때 BPO와 IT분야를 융합

적 결합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더불어 백오피스 분야를 기존

의 고객지원서비스를 넘어서 새로운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특화모델

개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호텔서비스 분야는 한국인의 관광객 수요 증가로 고객유치를 위한 세일

즈 분야와 프론트가 유망하다. 또한 영어 및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을 선호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인의 관광객이 증가하여 중국어 활용이 가능하자면 유리

하다. 특화모델을 고려한다면 최근 호텔서비스 분야는 과거의 F&B의 단순한 서비

스 제공에서 VIP호스트, 이벤트 매니저 등의 역할별 인력이 필요하여 진출모델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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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될 필요가 있다. 카지노 딜러의 경우 한국인은 딜러를 할 수는 없지만 매니저 및

식음료 분야에서는 한국어 활용 면에서 채용에 유리하다.

세일즈 매니저의 주된 역할은 호텔에서 세일즈 매니저 혹은 판촉 지배인은 세일즈

와 마케팅 부서 소속으로 외부에서 호텔로 사업 즉 매출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주로 고객 관계 형성 및 비즈니스 논의를 위해 고객사 사무실로 방문하고 호텔로

초대하여 접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한국 기업, 여행사, 그리고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모든 예약 건을 관리하는 세일즈매니저의 주된 역할은 패키지 관광 여행사 고객들을

만나 예약 건을 수주해오는 일이 대부분이다.

필리핀의 금융권 시장 환경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다. 한국계 은

행의 고객은 주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된 돈을 처리하기 위해 계좌를 만들거나

필리핀에서 한국에 유학을 보낸 자녀들을 위한 송금 업무, 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송금용도로 계좌를 이용한다. 최근 BDO 은행에서는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오류 등의 문제로 한국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금융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필리핀은 인터넷속도가 가장 느린 아시아국가

중 하나이나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을 위한 투자와 BDO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와

인터넷뱅킹이 도입되면서 금융 IT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2) 필리핀 한국 인력 수요 및 취업 기회

 (1) 취업 현황

최근 필리핀은 한국인 및 중국, 일본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어

학연수과정은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가족연수 형태의 연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겨울에 필리

핀으로 어학연수와 관광,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클라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어학연수 및 유학생만 약 3,000여명이 이용 중

에 있다. 또한, 여의도의 120배로 레저, 쇼핑, 골프, 관광, 카지노, 워터파크 등 10

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문화+휴식의 공간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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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적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보다는 저렴한 골프비용과 호핑 투어 (수빅, 바타

안) 요트투어 등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카지노 및 어학원, 여행사를 중심으

로 비니지스 및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안내가이드 및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에이전트가 각광받고 있다. 기존에는 여행가이드, 어학원매니저 등의 역할이 주된

업무였으나 지금은 어학원 업무와 레저 활동을 위한 토탈 매니지먼트의 역할까지 수

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관광 및 프랜차이즈, BPO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화모델 개발

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필리핀에 대한 사전 인식과 관심이 우선되

어야 한다는 현지 공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특화모델 선정에 있어서

과거의 진출 유망분야인 콜센터 분야는 고객서비스 영역에서 최근 들어 백오피스 분

야로의 전문기술지원을 위한 분야로 전환되고 있고 향후 자동 채팅 등 IT분야와 융

합한 분야가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아이폰 등 통신장비

등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야 하며 고객서비스 정신과 필리핀 현지 임금수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임금수준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으로

연봉 외에 복리후생 조건이 좋아 취업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 취업 기회: 유망직종

필리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경력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취업유망 직종에 대한 사

전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한국 관광객 수요가 많은 국가

이며,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분야는 필리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긍정

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아 특화모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BPO 분야는 필리핀이 주력분야이고 다국적기업 진출이 많아 향후 인력수요가 높

은 분야이다. BPO 분야는 콜센터 직종만 생각하지만 보다 전문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회계, 데이터관리, 의료, 애니메이션, 인사노무 관리, IT 등

영역에서도 BPO 분야와 관련되어 성장하고 있다. BPO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유는 한국기업 진출과 관광객 수요증가로 인해 전문영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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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특히, IT분야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호한다는 점이

다. 채용박람회에서도 최근 들어 필리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여서 BPO, 금

융, 관광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색직업 분야인 태양열 에너지 분야도 필리핀에서 관심 있는 분야로 부상하고 있

는데, 필리핀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에너지 재생 분야에 관

심이 많다. 특히, 필리핀은 전력에너지 분야가 부족하여 현재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태양열 분야는 5월-9월 사이 태풍으로 인해 일조량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인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특화모델에 반영되어야 할 분야는 제조

업기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이 아직 한인기업 진출이 많지는 않지만 제조업

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분

야로 특화모델에 반영한다면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고려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카페OO는 ‘150만

K-스타일’ 브랜드 및 온라인 전문 쇼핑몰들과 함께 K-패션, K-뷰티 등 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의 온라인 수출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카페OO는 창의가 있는 누구

에게나 전 세계 시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 광고·마케

팅, 호스팅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최근 들어

유럽, 동남아시아 등 K-스타일 상품을 찾는 해외소비자들이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카페OO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

화 되면서 카페OO 비즈니스 역시 동반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창업 진출 가능성 및 유망 분야

필리핀의 창업분야는 한류열풍에 따른 한국음식 대중화로 창업진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삼겹OOO은 2018년 8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레스토랑으로

한국식 BOO레스토랑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삼겹

살 한 번 먹기 위해 1시간 가까이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분

야는 필리핀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에서는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로컬 푸드 분야도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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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필리핀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관심이 있어야 한다.

창업은 필리핀 현지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필리

핀에 유학, 인턴과정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현지 문화 적응 후 취업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해외진출이 이

루어져야 한다. 재난재해관련 직업분야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다. 4차 산업혁명 관

련 분야의 직업은 아직 필리핀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어야 가능한 분야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 분야에서 IT분야와 접목하여 새

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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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화모델 개발 및 진출전략

1. 특화모델의 개요 

전통적으로 필리핀의 유망한 산업 분야로는 콜상담원, 금융, 관광, 카지노 식음료,

물류, 정보통신 분야 등이다. 최근 들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BPO

백오피스 분야, 한류열풍에 따른 헤어메이크업 분야, 안전을 지향하는 레저/관광 융

합 분야, 금융보안 사고로 인한 IT금융보안 분야 등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BPO

분야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콜센터 분야에서 백오피스 업무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BPO 백오피스 분야는 아웃소싱 산업으로

광고, 웹2.0 서비스, 애니메이션, 법률, 회계, 조달 등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 대행

하는 분야를 말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국진출 기업 및 한국거래 현지 기업의 인사,

재무, 회계, 조달, IT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필리핀 BPO 산업은 전 세계 BPO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인력수요도 높다.

2016년 기준 필리핀 BPO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57만 56,000명이고, 그

중 콜센터 노동자는 50만 4,227명으로 87%에 달한다. 필리핀 아이티 비즈니스 프

로세싱 어소시에이션오브더필리핀(IBPA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BPO 산

업은 2022년까지 약 400억 달러(약 45조 5,040억 원) 매출과 약 180만 명의 직

접고용을 창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전 세

계의 다국적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필리핀은 관광호텔과 리조트 산업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콜센터 업무 및 전문영역의

업무를 대행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메일에 응할 수 있는 한

국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적 강점을 갖춘 한국인들의 취

업 기회가 많다. 필리핀 BPO 산업 내 한국인 수요는 아직까진 콜 센터가 지배적이

다. 하지만 향후 BPO 산업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BPO 업의 일종인 KPO(테크

놀리지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KPO는 지식 집약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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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산업으로 광고, 웹2.0 서비스, 에니메이션, 법률, 회계,

조달, 서플라이체인 관리 등 기업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다(코트라,2017). BPO 분

야는 경력과 실무능력에 따라 괜찮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사, 재

무, 회계, 전문분야의 경험을 갖춰야 한다.

둘째, 필리핀의 진출 가능한 분야는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야이다. 필리핀은 한

국 영화, 드라마, 가요 등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미용, 헤어분야에 대한

열기가 높은 국가이다. 특히, 필리핀은 중산층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경제대국으로 발

돋움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여성 고위 임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리서

치기관인 그랜트 손튼 인터내셔널(Grant Thornton International)의 조사에 따르

면 필리핀의 고위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계 평균 수치인 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필리핀 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꾸

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지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소비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통한 서구 문화

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형 메이크업 분야가 성

장하고 있다. 한류열풍으로 한국 연예인들을 선망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사용하고 홍보하는 화장품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로는 에OO, 토OOO, 네OOO, 더OOOO, 미O,

홀리OOOO 등이 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이유로 가격과 다양성을 꼽을 수 있

다. 헤어분야에서도 동백잎과 해초추출물, 허브, 코코넛 오일을 함유한 기능성 헤어

용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헤어용품에

대한 개인 소비자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필

리핀에서는 전통적인 이발소에서 남녀 구분 없이 머리를 손질했지만, 2010년대 이

후 고급 미용실이 등장하고 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관련 헤어용품의 판매액도

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필리핀의 헤어 미용은 뷰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기술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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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전을 지향하는 레저/관광 토탈 서비스 분야이다. 필리핀 관광산업은 급속

히 성장 중이며,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필리핀 관광 산업 규모는 총

1조 9,293억 페소로, 이는 전년 대비 24.2% 증가한 수치이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의 관광산업은 국내 총생산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필리핀 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분야

이다. 관광관련 진출 분야는 호텔식음료 분야, 카지노, 해상레저 스쿠버다이버, 관광

가이드 등 이다.

2017년 기준 외국인 방문객은 648만 300명으로, 4년 전인 2013년 대비 31%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기준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은 총 160만

7,800명으로, 다년간 국가별 필리핀 관광객 수에 있어서 부동의 1위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 편도로 3.5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있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한국

인들이 찾고 있는 관광 국가이다. 최근에는 국내 저가항공사의 필리핀 취항이 늘어남

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 반군 마우테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마라위 시를 점령하여 민다나

오 섬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세계 각 국에서 민다나오에 여행 경보가 내려진 바 있

다. 2019년 필리핀 성당 자살폭탄테러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

로 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필리핀 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 관광과 안전을 위한 보디가드 분야 진출이 유망해 지고 있다.

넷째, 필리핀의 IT 금융 보안 서비스 분야이다. 필리핀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신용평가를 위한 전산화가 시급하다. 한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

솔루션은 한국 IT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필리핀 고객의 경우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CIC기관을 통해 신용평가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필요

한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빅 데이터 전문가가 늘어 날 전망이다. 과거에는 금

융기간으로 취업할 경우 개인금융 분야인 텔러, 중간관리(재무)분야에 진출하였으나

최근에는 필리핀이 금융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ATM 자동화 등의 변화로 인해 금융

사고 예방에 대한 금융보안 전문분야가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즉, 필리핀의 BPO 백오피스 워커즈, 뷰티 트렌드 변화에 따른 헤어/메이크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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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트, 안전을 지향하는 레저/관광 토탈 서비스 에이전트, 금융 보안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특화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관광 및 서비스

분야가 발달되어 있어 분야에 따라 신입과 경력직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다국적기업

진출이 많은 국가여서 영어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IT, 헤어/메이크업, BPO 분야의 경우 경력직으로 현지 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관련 경력 3~5년을 갖게 되면 현지에서 외국계기업 및 한국계기업

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있다.

2. 특화모델 개발 및 진출전략

가. Model 1: BPO Back Office Workers 진출 모델

1) 특화모델 개발 방향

2000년도 중반이후 인도 BPO 산업중 하나인 콜상담원 분야는 인도성장에 기여

를 해왔으나, 최근 수년간 인도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한 높은 임금 인상률 및 종업원

이직률로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콜센터 직종에서

BPO, KPO 직종으로 고급인력을 선호하는 분야로 진화하고 있다.

필리핀 BPO8) 산업은 노동자의 높은 언어수준, 식민지 경험을 통한 서구 문화 수

용성, 현지의 영어를 할 수 있고 인력공급이 수월하다는 등의 강점을 내세워 전 세계

여러 기업에게 BPO 거점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직종이다. BPO 분야는 일반적으

로 인사, 회계, 총무 등의 분야와 IT분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고객지원서비스를 벗어나 기업이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 형태로 업무를 대행하는 백

8) 수평적 BPO(Horizontal BPO)는 기능 중심의 아웃소싱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산업에 
걸쳐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 급여, 인사, 시설 관리 등
을 예로 들 수 있음. 반면, 수직적 BPO(Vertical BPO)는 제한된 산업에서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의료, 금융 서비스, 제조, 소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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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분야(아웃소싱)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필리핀 BPO 산업은 2016년 기준 필리핀 전체 GDP 중 약 17%를 차지하였으

며, 필리핀 콜센터 협회(CCAP)에 따르면 2017년 BPO 산업의 매출액은 약 255억

USD로 현재 필리핀 경제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코트라, 2018). BPO 분야는 통

신, IT기업, 의료처방, 애니메이션, 의료, 금융 서비스, 통신, 미디어, 여행, 소매,

물류, 그리고 정부 서비스 업계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객(customer)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확대는 BPO 기업들이 광범위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거래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과거의 BPO분야는 콜 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한 고객 지원이었고, 재무 및 회계,

인사, 구매 등 단순 업무 위주의 수평적 BPO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성숙단계에 이

르러 필리핀 BPO 부문의 60% 이상이 IT BPO 분야이다. 향후 서비스의 범위 및

전문성 영역이 강화되어 KPO(Knowledge Process Outsourcing)9)의 형태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고 있는 추세이다.

필리핀의 BPO 산업은 주로 IT에 집중되어있다. 2016년 기준 필리핀 내 BPO 기

업은 총 851개로 그 중 콜센터가 429개로 약 50%를 차지하며, 컴퓨터 관련 기업

이 393개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BPO 산업은 씨티은행, JP Morgan

등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고 관광호텔 및 리조트 산업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걸려오는 전

화나 메일에 응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

적 강점을 갖춘 한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많다.

9)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KPO)은 금융기관의 조사, 매출 및 마케팅 조사, 정
보제공 및 특허 조사, R&D, 법률 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KPO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필요함. LPO도 KPO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BPO가 비용 절감을 위한 비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KPO는 수익 창출 강화를 위한 평가 및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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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필리핀 내 BPO 기업 수

(단위: 개)

 자료: 코트라(2018)

또한 한국계 기업(원 청사)의 IT아웃소싱에서도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인

을 선호하며 기업의 출퇴근 데이터관리 등 원 청사로부터 계약에 따라 BPO분야에서

도 아웃소싱 형태도 일할 수 있는 백오피스 실무자(BPO back officer Workers)직

업분야가 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저임금, 저개발국가 이미지 때문에 한국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시장은 아니었으나,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필리핀의 BPO 산업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서 한국의 취업준비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만한 시장으로 변모

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BPO 산업은 전 세계 아웃소싱 시장의 12.6%를 차지하

며 매년 9%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는 콜센터를 비롯해 데이터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각종 비즈니스 업무의 아웃소싱

전문산업으로,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필리핀 BPO 산업은 전 세계 BPO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인력수요도 높은

편이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필리핀 BPO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57만 5,600명이며, 그 중 콜센터 노동자가 50만 4,227명으로 87%에 달한다.

<표 Ⅳ-2> BPO 산업 일자리 현황(2016년 기준)

 자료: 코트라(2018)

구분 종합 콜센터 의료 처방 컴퓨터 관련 활동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 수 851 429 20 393 9

구분 종합 콜센터 의료 처방 컴퓨터 관련 애니메이션

근로자 수

(명)
575,600 504,227 2,727 66,988 1,657

채용수요(명) 230,025 217,058 527 12,4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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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BPO 산업은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7%를 차지하며 총 25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했고, 종사자는 2016년 기준 약 1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

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필리핀 국민의 높은 영어사용능력과 풍부한 고급인력, 저렴

하고 안정된 임금수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토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7년 현재 아마존, 시티은행 등 미국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BPO 분야에 다수

진출해있다.

필리핀 IBPAP(IT-Business Processing Association of the Phililppines)가

발표한 'Philippine IT-BPM Roadmap 2022'에 따르면 필리핀 BPO 산업은

2022년까지 약 400억 달러 매출과 약 180만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약 15%

의 세계 IT-BPM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육성될 전망이다. BPO 산업 일자리 관련

한 콜센터 분야의 채용 수요와 IT 분야의 BPO 채용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BPO는 대표적으로 콜센터를 비롯,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각종 비즈니

스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전문산업을 의미한다. 필리핀은 국민

대다수의 유창한 영어 구사, 친절하고 온순한 국민성,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 수준을

강점으로 최근 인도를 누르고 세계 BPO 산업 1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콜센터,

ICT 접목한 IT-BPO 분야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BOI, PEZA 주

도)는 2000년 이후 콜센터 등 BPO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 관련

장비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BPO 분야에 대한 투자에 긍정

적이다.

최근에는 일명 KPO(Knowledge Process Outsourcing)10) 산업이 BPO 산업

의 신규 유망 분야로 떠오르며 KPO는 BPO 산업 중 특히 지식 집약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아웃소싱 산업을 일컫는 용어로, 광고, web 2.0 서비스, 애니메이션, 법률,

회계, 조달관리 등 기업 활동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필리핀의 풍부한 노동력

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대형 다국적 BPO 기업들은 거래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단

10)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KPO)은 금융기관의 조사, 매출 및 마케팅 조사, 정
보제공 및 특허 조사, R&D, 법률 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KPO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필요함. LPO도 KPO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BPO가 비용 절감을 위한 비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KPO는 수익 창출 강화를 위한 평가 및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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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BPO 서비스 제공에서 거래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제공으

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및 시장조사, 재무조사, 분석,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서비스, 의료

콘텐츠 서비스 등과 같이 전문화된 최고급 서비스를 포함하는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KPO)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개인이 급여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BPO Back Office Workers」 특화모델

BPO 백오피스 워커즈의 주요 업무는 인사관리, 급여계산, 자료입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인사총부 분야와 콜 센터나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등, 컴퓨터나 인터넷 기

술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IT아웃소싱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특히,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분야에서 백오피스 워커즈 직종은

금융, IT, 의료 분야 등에서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각종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원 청사로부터 아웃소싱 받아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BPO 콜상담원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대부분으로 근무가 탄력적이며 급

여 수준은 높은 편이다. 필리핀 현지인의 경우 지급되는 월 급여수준은 대학졸업자

기준 30,000페소(약 70만 원)이상이다. 경력과 역량보유에 따라 최대 70,000페소

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기업 및 콜센터를 지원하는 고객지원(콜상

담원)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능력이 가능하다면 약 200만원(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11)

반면, BPO 백오피스 워커즈의 역할은 필리핀 및 한국기업,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식기반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하기 위해서 다국적기업의 전문 인력을 활

용하는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추세인데, Payscale 사이트에 등록된 IT,

회계 등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IT 비즈니스 분야의 급여수준은 신입과 경력을 고려

하여 급여수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IT 비지니스 경력이 없는 신입의 연봉은

615,134(PHP)(약 1,400만원)이며, Mid-Career(매니저급)의 경우 IT 비즈니스

11) 급여수준은 현지 인터뷰 및 JK Manpower 채용정보를 종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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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3~5년 경력이 있을 경우 1,209,710(PHP)(약 2,700만원)이다. 급여 수준

은 다국적기업의 특성상 총 급여는 Salary, Profit Sharing, Bonus로 구성된다.

급여관리 매니저의 경우 경력 3~5년의 경우 1,248,219(PHP)(약 2800만원)수준

이다.

<표 Ⅳ-3> BPO 백오피스 워커즈의 역할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BPO

(고객지원)

-BPO와 원 청사와의 계약(아웃소싱)

(금융, 호텔, 여행사, 의료 등)

-고객지원(NON-VOICE) 및 고객 직접 콜상담 지원

-연령 제한이 없고 한국인 및 현지 필리핀 인력 활용

-일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상담원 및 수퍼바이저로 활용함

-급여수준: 주니어 상담원(약 2,000~2,400만원)

수퍼바이저의 경우 약 2,600~2,800만원)

*보너스 및 복리후생 추가 지급
BPO12)

(백오피스

워커즈)

- 급여, 인사 관리 등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고객사에 대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하는 아웃소싱 업무

- 연봉 약 2,200~2,800만원+인센티브

KPO

-광고대행, web 2.0 서비스, 에니메이션, 게임, 법률, 조달,

서플라이체인 관리 등 데이터관리 서비스 제공

-급여 수준은 분야와 경력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

* 급여수준이 개인별 능력과 경험에 따라 지급

자격
-4년제 대학졸업이상, 영어활용능력(상)

-IT,회계, 급여업무, SCM, 디자인, 게임개발 경험자 등

역량
-도전정신, 책임감

-긍정적 마인드

  자료: JK Manpower, www.payscale.com

12)  수평적 BPO(Horizontal BPO)는 기능 중심의 아웃소싱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산
업에 걸쳐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 급여, 인사, 시설 관
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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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관리

필리핀에는 100개 이상의 사무관리 지원 서비스 업체가 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Accenture Global Delivery Center, American Data Exchange,

IBM Business Services, BPO International 등이 있다.

(2) 의료기록 입력

총 137개의 의료기록 입력 회사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기관이 15개, 전문

인력이 16만 824명이 있고,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정확도를 요구한다. 주요 서

비스 제공 업체로는 eData Services, SPI Technologies, American Data

Exchange, Mediscribe Asia, Transkripsyo Inc. 등이 있다.

(3) 소프트웨어 개발

4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으며, 16만 명의 전문 인력이 있으며 대표적인 업체로는

Accenture, IBM Solutions Delivery, Oracle Global Delivery Centre,

Advanced World Systems (ADTX), TrendMicro, Gurango, Lawson PSSC

등이 있다.

(4) 애니메이션

2D, 3D, 플래시 애니메이션, 인터렉티브 게임(PC Gaming & Console

Games), 의료용 애니메이션, 리허설이 가능한 70개 이상의 Total animation

studio가 있으며 약 7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주요 업체로는 Holy Cow!

Animation, Artfarm Asia, Digital Exchange, Top Draw Animation, Geebo

Digital, Toon Ci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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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지니어 디자인

42개의 업체, 8000명의 전문 인력이 종사하며 주요 업체로는 JGC Phils.·Fluor

Daniel 등이 있다. BPO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

는데 IT분야의 아웃소싱 형태와 SKT 등과 협력업체로 필리핀 내에서 백오피스를 수

행하는 전문기업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SKT All 케어 고객 전용 서비스

‘폰기능 상담24’는 SK텔레콤이 미국 아수리온사와 제휴해 선보이는 아이폰 전문 상

담 앱으로, 24시간 이용환경 설정, 앱, 연결기기 사용법 등 스마트폰 전반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과거의 콜센터 기능을 축소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분야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다.

BPO 분야는 한국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백오피스 분야

는 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팀장(수퍼바이저, 품질관리/분석 인원)

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BPO 산업은 주로 IT

아웃소싱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IT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분야별(인사, 의료,

IT)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영어실력과 IT장비 및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백오피스 분야에 대한 관련 경험이 있다면 진

출이 유리할 수 있는 분야이다. BPO 분야는 미국 국적의 기업에서 일자리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로 미국계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자

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BPO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영어

가 필수이다. 영어능력테스트와 타이핑 테스트, 채팅테스트 그리고 고용사무실 담당

자(Recruiter)인터뷰와 지원하는 어카운트별로 시험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

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영어실력을 요구한다.

필리핀 BPO협회(BPAP,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Philippines)는

BPO업계의 원활한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IT-BPO 산업-‘National Competency

Test'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테스트는 BPO 분야 구직 희망자에 대한 ’영어구사,

문제해결, 컴퓨터 사용 능력‘ 세 분야에 대한 테스트로 관련 업계의 직원 채용에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한국어 고객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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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 한국/필리핀 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경력자를 선호하며 특히, 마케팅/경

영/회계 등 비지니스 전공자를 우대한다. 보통 채용기준은 영어 필수 및 따갈로그어

가능자 우대하여 채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필리핀 내 직장생활 경력자 및 모바일

/PC 게임업계 경력자를 우대한다.

BPO 채용정보(예시1)

채용조건

경력유무 3년 이상 경력자 요구

직종 BPO Business Development Consultant

업무내용
- 프로젝트 수행 (CRM, SCM, F&A, HR 분야)
- 고객사 프로세스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발굴
- Global team과의 협업을 통한 BPO 솔루셔닝 업무

자격요건

- 경영 컨설팅 경험 (관련 경력 3년 이상)
- 시장 및 사업 분석, 제안서 작업 및 Data 분석 유경험자
- Global Communication 경험
- High level of MS Office skills (Powerpoint & Excel)
- English fluent

급여 조건 협의

   자료: 인디드 채용사이트

BPO 채용정보(예시2)

채용조건

경력유무 관련 경력 2년 이상자

직종 BPO 웹디자이너

업무내용 Web, Mobile 서비스, 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자격요건

- 디자인 분야 경력 2년 이상(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 반응형 프로젝트 경험자
- 디자인 유지보수 경험자
-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근로 조건 - 탄력근무 및 분기별 보너스

 자료: 인디드 채용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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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조건: 영어활용능력(상), 핸드폰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갖춰져야 함, 연령

은 무관

② 급여조건: 외국계기업 및 대만, 싱가포르 등의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BP0 분야의 연봉수준은 약2,000불 정도 되지만 인센티브와 회사의 복리후생제

도를 고려하면 근로조건은 양호한 수준

③ 근무여건: 9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 혜택: 워킹비자, 의료보험, 13th 보너스, 휴가 및 병가, 근무시간 외 수당

④ 우대조건: 마케팅/경영/회계 등 비지니스 전공자를 우대, 따갈로그어 가능자

우대, 필리핀 내 직장생활 경력자 및 모바일/PC 게임업계 경력자 우대

⑤ 기타 준비사항: 한국어, 영어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자료 입출력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OA 활용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채용을 위한 절차가 매우 길고, 범죄경력 증명서, 출생

증명서, 보험서류, 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1) 진출전략

가) 진출유형 및 경로

기존 필리핀 BPO 산업은 미국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해 주로 영어에 능

숙한 필리핀 근로자들을 채용했으나, 최근에는 다국적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국

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구직자들에게 유망하다. 뿐만 아니라 백오피

스 분야에 대한 채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인사 노무관리 분야의 IT 관련 분야와

의료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회계 분야 등의 데이터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고급 아웃소

싱 분야에서도 많은 채용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능숙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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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다양한 국적자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채용을 위한 절차가 매우 길고, 필리

핀 노동법 상 근로기간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이직 풍토가 자연스러

워 경력을 쌓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BPO 분야는 IT분야 등 전문아웃소싱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외

국 아웃소싱 전문 채용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링크드인, 글래스도어 등의 플랫폼을 이

용하여 채용한다. BPO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력을 갖춰야한다. 콜상담

원의 경우 국내 콜 상담원 경력이 있을 경우 3~5년 경력자에 따라 수퍼바이저로 취

업이 가능하다. BPO 분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경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에서 인사, 재무관련 업무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을 갖춰야 급여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필리핀 BPO 분야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

지고 있어 개인 구직자는 링크드인 및 주로 한국인 교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인구

직란에 자주 한국인을 구하는 BPO 채용공고가 나오는데 JK Manpower에도 이력

서를 등록해놓으면 BPO 채용공고를 수시로 메일링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진출유형별 BPO Back Office Workers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

력자와 신입 청년층으로 구분하여 연수 후 취업과정과 일반취업 알선을 통해 진출할

수 있다. BPO는 기존의 콜센터 분야로 진출하거나 인사노무 관리 분야의 Back

Office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IT개발자 및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세무, 법률

등 KPO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신입의 경우 콜센터 분야로 경력에 상관없이

진출할 수 있으나 현지 다국적기업에서는 영어활용능력과 한국 고객지원을 위한 한

국어 테스트를 거쳐 채용이 이루어진다.

인사노무 분야의 BPO 분야는 업종별 인사 및 노무분야의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및 분석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입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한국어가 가능한 콜센터 및 BPO 다국적 기업의 경

우 영어활용능력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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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영역을 수행하는 경

우도 있어 한국의 외국계 헤드헌터를 통해 진출하기도 하지만 경력자의 경우 JK

manpower를 통해 채용하기도 한다.

[그림 Ⅳ-1] BPO Back Office Workers 진출프로세스

진출유형에 따라서는 신입의 경우 유관기관 및 지자체, 전문교육기관에서 지원하

는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영어활용능력을 강화하고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인사노무 분야 및 디자인, IT개발자 등 양성과정을

참여하여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후 취업하는 방법이 있다. 신입의 경우 IT전

공자 및 디자인 등 전문분야의 전공자는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해외 연수과정 및

현지 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진출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력자의 경우

영어활용 능력에 따라 영어활용능력이 부족할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비즈니스 영

어활용과정을 참여하여 BPO 및 KPO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관련 경력 및 영어구

사능력이 높을 경우 JK manpower,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활용하여 취업하는 방법

이 있다. 영문이력서의 경우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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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및 활성화 전략

BPO 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5개월 단위의 계약 방식에서 정규직 형태로의

안정적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필리핀 헌법 상 6개월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으로 전환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5개월 단위의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진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BPO기

업과 협약을 통해 인력진출에 대한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장 할 수 있도

록 대학과 유관기관, 지자체에서는 취업장애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국내와 관련 기관과 인력양성 및 취업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

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BPO분야의 낮은 인건비에 대한 진출 위

협요소는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콜센터 직종에서 전문 인

력 직종인 KPO분야의 인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어권 국가 취업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이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관련 기관 및 기

업과 MOU체결을 통해 BPO, KPO 영역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에 고급인

력을 취업하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 기대효과

필리핀 내 다국적 BPO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직원의

채용 수요가 많다. 대부분 미국에 모기업을 둔 기업이 많아 근무 분위기가 자유롭다

는 장점이 있으며, 필리핀 직원 채용 시 영어 능력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영어 능

력을 갖춘다면 해외로 취업하는데 전망이 높을 것으로 본다.

첫째, 지식기반 BPO 인력 수요 증가

- 필리핀 내 핵심 산업인 BPO 기업에 대한 채용 수요가 높고, 필리핀 내 다국적

BPO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어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직원의 채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 확대로 인해 IT, 제약, 애니메이션 등

분야의 인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BPO 인력수요 증가로 양적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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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BPO 산업은 2016년 약 1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

하고 있다.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수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토대로 BPO 산

업은 인력수요도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 관련 직종

Back-office 분야는 영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BPO 백오피스 실무자가 각광받고 있다. 필리핀 헌법 상 6개월 이상 고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고용면에서는 콜센터(Contact Center)가 전체 BPO 시장에

서 69%, 63%를 차지 최대 규모이나, 고용성장성면에서는 back-office(25%),

non-voice BPO(25%)가 콜센터(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미래가치 투자가 유

망하여 인력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표 Ⅳ-4> BPO 분야 관련 직종
 

구 분 분야 세부직종 내용

특화직종

인사
관리

인사총무
Office Workers

인사, 급여관리, 자료입력 등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광고
기획

광고, 웹디자인
Office Workers

광고기획 대행 및 웹디자인 분야의
전문영역 업무 대행 역할을 한다. 법
률, 회계, 조달, 서플라이체인 관리
등 지식기반 서비스를 수행 한다.

물류
조달 및
서플라이체인
Office Workers

물류, 유통을 대행하여 기업이 제품
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제
품에 대한 조달계획, 생산계획을 수
립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직종
고객
서비스

BPO IT(콜센터)
콜센터 및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위한 서비스 역할을 수행한다.

수퍼바이저
성과달성을 위한 상담원 근태관리,
실적관리 및 업무향상을 위한 스킬향
상 교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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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del 2: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출 모델

1) 특화모델 개발 방향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장을 통해 한국형 헤어 및 메이크업의 아름다움을 연

출하는 것으로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메이크업을 한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

상, 얼굴 특성에 따라 화장을 해준다. 메이크업이 끝나면 헤어, 의상과 잘 조화를 이

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화장법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해주는 직업으로 한류열풍에 따라

유망한 직업이다.

영화, 드라마, 가요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미용 업계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헤어미용은 뷰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기술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

요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용 인력들은 매우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다.

필리핀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건강, 미용 관련 제품들은 꾸준한 인

기를 얻어오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여성들이 미용 및 자기 관리에 관한 인식의 변화

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피부 미백 제품은 여성 소비자들에 의해 화장품 시장

의 주요 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비누, 클렌저, 로션, 토너, 프

레스드 파우더, 그리고 캡슐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 화장품 시장 규모도 2014년 기준 전년대비 4.76% 증가한 22억 4,599달

러로 헤어 케어 부문이 26%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2014년 기준 약 304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 미만으로 적은 수치지만 최근 색

조 화장품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 화장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뷰티, 헤어 직업들이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내 유명 브랜드는 일반 직장 여성들에 의해서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 직업여성들은 보편적으로 국제적인 명품을 선호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

의 소비자들은 피부 관리에 관한 인식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부류도 많이 있으며 간

혹 피부 미백의 목적으로 표백제를 쓰기도 하여 뷰티헤어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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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표 Ⅳ-5> 필리핀 색조화장품 품목별 시장규모 성장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입술 화장용 58.77 60.63 62.45 64.1 65.86 20.25%

얼굴 화장용 53.69 54.88 56.02 57.05 58.03 3.83%

눈 화장용 37.76 38.84 39.85 40.83 41.80 17.49%

  자료: 코트라(2018) 

대부분의 필리핀 소비자들은 한국산 화장품을 선호하는데 주 소비층은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한국산 화장품은 뛰어난 품질과 효과가 탁월한 고급 화장품으로 인식되어

있고 주로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안에 있는 자체 매장에서 접할 수 있다. 필리핀

소비자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 중 하나는 한국산 화장품이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새롭다는 것이다.

한국산 화장품 로드 숍인 토니모리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은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화장품을 소개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필리핀 소

비자들은 한국산 화장품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효과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특화모델

화장품 분야는 필리핀에 진출한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

야인 메이크업 분야는 뷰티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 광고 메이크

업, 포토 메이크업, 패션 메이크업 등으로 분류된다. 뷰티 메이크업은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졸업식이나 가족사진 촬영, 기념촬영, 면접이나 오디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

생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웨딩메이크업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대상으로 메이

크업을 한다. 무대 메이크업은 극중 인물의 성격과 등장하는 장소 등을 분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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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며, 광고 포토패션메이크업은 카달로그나 패션쇼, CF촬영

에 나오는 모델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헤어숍에서 헤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헤어메이크업아티스트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필리핀은 헤어 뿐만 아니라 마사지(얼굴 및 전신 포함)와 더불어 비만 조절

기계 및 미백 등을 부가 서비스 분야로 토탈 헤어메이크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비만 및 체형관리,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헤어메이크업 분야가 전망이 높다.

2018년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A업체는 필리핀 마닐라 SM North Edsa

atrium에서 대규모 브랜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LED 마스크팩 및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모델 양세종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포토카드가 걸린 룰렛 이벤

트와 나만의 마스크 파우치를 만들 수 있는 DIY이벤트 등을 선보여 필리핀의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장업신문, 2018,8.24).

요즘 현지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 미용삽에서는 스킨케어를 같이 하고 있으며,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스텝, 디자이너, 실장, 점장 분야로 구인공고를 볼 수 있는데

급여 수준은 중대형 헤어메이크업 사업장에 따라 다르고 개인 실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수준은 기본급 약 160~200만원이 지급이 된다. 물론 취업비

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 가족지원까지 해주는 사업장도 있다. 대부분

고객이 필리핀 현지인이고 한국형 헤어 및 메이크업을 원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요구한다.

헤어디자이너 채용정보(예시1)

구분 내용

기업명 -tony and jackey beauty salon corp

채용분야 -헤어디자이너

급여조건

- 190만원 ~ 210만원(기본급)

- 매장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교대

※ 개인별 고객관리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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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월드잡

메이크업 디자이너 채용조건(예시2)

자료: 인디드

복리후생

- 1인/1실 주거지 제공, 필리핀 입국 왕복 항공권 제공

- 지점 식비/기숙사 가정부 제공

- 1주 2회 무료 영어 교육 진행<한국인강사>

- 1주 1회 휴무 / 1달 1회 월차 제공

(월차를 합산하여 차후 사용가능)

- 필리핀 여행 시 또는 가족방문 시 업무지원

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역할 색조화장 및 헤어디자인까지 토탈 아티스트 역할을 수행함

진출분야

뷰티 살롱 메이크업은 주로 필리핀 헤어숍에서 일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메이크업까지 실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요구함

원장-부원장-실장-팀장-디자이너-어시스트 순으로 구성되며,

디자이너 직급부터 자신의 고객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음.

-어시스트(1년 이상의 경력), 디자이너(3년 이상)

-메이크업헤어디자이너(5~10년 이상)

수입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이너 급이 되면, 월급 보다는

능력만큼 돈을 받는다. 고객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뷰티 살롱과

디자이너가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이너마다 수익

배분 비율이 다름.

- 모집부분 : 디자이너(3년 경력자의 경우)

- 필리핀 마닐라 기준(예시): 200만원+@

- 근무시간 : 10시~6시, 휴 무: 주1회, 인센티브 : 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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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 및 필요역량

구 분 내용

취업처 -한국인 운영하는 전문 헤어샵

역할
-매장 관리 및 고객관리
-색조화장, 펌 등 머리 손질

급여수준 약 2,000~2,400만원(연봉)

자격

-2년제 및 4년제 졸업자
-헤어 및 메이크업 경력자
-관련 전공자
-영어가능자 우대

역량

-고객서비스 마인드
-헤어 및 메이크업 실무지식
-새로운 헤어/메이크업 트렌드에 적응능력
-도전정신

3)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1) 진출전략

가) 진출유형 및 경로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용사(메이크업)국가기술 자격증 취

득 후 2~3년 경력을 갖춰 취업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국내외 헤어 및 메이크업

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필리핀 현지에 맞는 화장기법 및 헤어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

다. 또한 국내 뷰티헤어 대학 전공자의 경우 관련 대학교 및 정부 및 협회, 전문교육

기관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인턴십과 연계하여 현지 적응능력과 영어 활용능력을 갖

추어 진출하는 경로가 있다. 특히, 메이크업과 헤어아트 요소가 가미된 무대분장, 영

화분장, 캐릭터, 판타지 메이크업 과정에 참여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기본적으

로 갖춰야 한다. 전국에 2년제 및 4년제, 대학원을 포함하여 미용, 헤어관련 학과를

총 43개 대학으로 관련 전공자에 대한 스킬 과정을 거쳐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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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력자와 신입

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연수 후 취업과정과 취업 알선을 통해 진출할 수 있다. 헤어메

이크업분야는 기존의 헤어디자이너 분야와 메이크업 분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헤어와 메이크업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3~5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헤어와 메이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력자로 취업이 가능하

다.

[그림 Ⅳ-2] 헤어뷰티 진출분야

필리핀 현지 채용공고를 보더라도 헤어와 메이크업 분야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

으며 경력직에 따라 헤어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대우도 달라진다.

신입의 경우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발급하는 헤어 및 메이크업 자격을

취득 후 현장 경력을 갖춰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 관련 대학 관련 전공자자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 및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춰야 한다.

물론 현장 경력을 3년 이상을 갖추도록 경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피부미용사는 전문대학, 대학교의 피부관리과, 피부미용과를 전공하거나, 사설교육

기관을 통해 양성된다. 자격증은 매년 4회 시행되는 피부미용사 시험이 있다. 시험

과목은 피부 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 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

리학 및 피부미용실무가 있다. 또한 국제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 진출하는 방법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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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출 프로세스

 

국내에서는 관련 분야의 협회와 대학에서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국제피부관리사는 총 1,800시간에 해당하는 최

소 1,200시간의 실습과 이론을 이수해야 한다.

신입의 경우 현지 고객지원을 위한 영어활용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연수 및 인

턴과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해외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협회

와 현지 헤어숍과 유기적인 협약을 맺어 인력진출을 진출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력직의 경우 필리핀 현지 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

거나 헤어메이크업 관련 카페, 블로그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나) 지원 및 활성화 전략

필리핀 현지 헤어숍에서는 메이크업과 헤어분야의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를 선호하며 한국에서 2~3년

의 경력을 지닌 청년들의 경우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이너 총괄

매니저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헤어숍과 연계하여 국내 관련 학과 및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가 되도록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헤어 및 메이크업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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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을 통해 현지 헤어 및 메이크업 숍과 연계하여 인력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전국에 미용관련 학과는 43개학과가 있는데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외진

출을 위한 인턴십, 실습 등 연계 과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의 경우 현지 헤어숍등과 긴밀한 협약을 통해 경력을 쌓

을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실습과 학점인정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진출을 위해서는 헤어 및 메이크업 신입 및 경력자를

위한 실무영여과정을 개설하여 경력에 따른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도록 정부 및 지자

체, 전문교육기관, 협회의 전문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4]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출모델 활성화 전략

ㆍ <표 Ⅳ-7> 헤어 메이크업 대학 목록

연번 대학구분 학교명 학과(전공)
1 전문대학 강릉영동대학교 미용예술과
2 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
3 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
4 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
5 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미용학과
6 전문대학 경인여자대학교 I Belle 헤어과(예체능계열)
7 전문대학 경인여자대학교 피부미용과(예체능계열)
8 전문대학 경인여자대학교 피부미용과(예체능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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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학알리미 2018년 학교별 학부(과) 리스트

9 전문대학 경인여자대학교 피부미용과(예체능계열)
10 대학 고신대학교 피부미용전공
11 전문대학 광주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12 전문대학 구미대학교 건강뷰티학과
13 전문대학 구미대학교 건강뷰티학부
14 전문대학 구미대학교 건강뷰티학부
15 전문대학 군장대학교 미용예술과
16 전문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메이크업ㆍ네일디자인전공
17 전문대학 대전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18 전문대학 동남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19 전문대학 동의과학대학교 피부미용전공
20 전문대학 동의과학대학교 피부미용전공
21 전문대학 동주대학교 미용계열
22 전문대학 동주대학교 미용계열
23 전문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미용과
24 전문대학 부산여자대학교 미용과
25 대학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26 대학원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27 대학원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28 대학 서울대학교 미학과
29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30 전문대학 수원여자대학교 미용예술과
31 전문대학 신구대학교 피부미용과
32 대학 신한대학교 미용학과
33 대학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34 대학원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35 전문대학 진주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36 대학 창신대학교 미용예술학과

37 대학원
창신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38 전문대학 창원문성대학교 미용예술과
39 전문대학 충청대학교 미용예술과
40 전문대학 충청대학교 미용예술과
41 대학원 칼빈대학교대학원 미용예술학과
42 대학 호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43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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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필리핀은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30대에 이르기 까지 필리핀

젊은 여성층 소비자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연예인이 하는 색조화장 방법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메이크업과 헤어를 종합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K-헤어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진출가능성 있는 유망한 분야로 기대된다.

가) 한류 열풍으로 헤어 및 피부디자이너의 융합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 전망

- 필리핀 한류헤어메이크업 영향으로 헤어와 메이크업 색채를 활용한 전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메이크업은 물론 헤어 등 토탈 코디네이션의 영역으

로 확대 적용되어 경력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 관련 학과 및 연수프

로그램을 통해 현장 인력수요에 따라 인력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한류열풍으로 양적 고용창출 효과 기대

-필리핀의 화장품 및 헤어분야는 융합 서비스산업으로 내수 기반 확충 및 여성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장품 분야는 뷰티 전문 업체를 통해

21.9%의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K-POP등 한류에 힘입어 최근 한국 화

장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전문 브랜드들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해 현지 필리핀 여성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피부와 헤어가 융합된 서비

스 산업에서 양적 인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관련 직종

최근 필리핀은 헤어 및 메이크업 토탈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헤

어와 메이크업 분야에서 미국 등의 영향을 받아 성장해왔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미용

삽에서 스킨케어를 같이 하고 있으며, 현지 대부분 고객이 필리핀 현지인이고 한국형

헤어 및 메이크업을 원하기 때문에 인력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헤어 및 메

이크업 분야의 관련 직종으로는 네일아티스트, 피부관리사, 헤어디자이너가 있으며

특화직종으로는 헤어와 고객의 얼굴 형태와 스타일에 따라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

하는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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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헤어 메이크업 분야의 관련 직종

구 분 분야 세부직종 내용

특화직종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객의 얼굴 형태나 머리 형태에 따라 적
합한 머리모양을 권하고 고객의 요구사항
을 반영하여 머리모양을 이미용하며 피부
관리, 색채, 분장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
로 화장 및 헤어디자인 역할을 한다.

관련직종

피부
미용

네일
아티스트

고객과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및 미용관리
부위의 정보를 파악하고, 각종 장비 및 물
품을 준비하고, 고객의 시술부위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고 손톱, 발톱 등 시술부위의
매니큐어·광택제 등 미용을 돕는 역할을 한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얼굴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후 파운데
이션 및 컨실러(피부 결점을 감추어 주는
화장품)를 발라 피부를 보정하고 피부톤,
의상 및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부
관리사

고객과의 상담, 피부 관찰, 건강상태 파악
등을 통해 각질 및 모공 노폐물 제거, 여
드름 관리, 눈썹 정리 등 혈액순환 및 미
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헤어
디자인

헤어디자
이너

고객의 머리모양 등 신체적인 특성을 관찰
하여 고객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의 형
태를 권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헤어스타
일 형태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시스턴트
2~3년 경력자로 디자이너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장비관리 헤어 샴푸 등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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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del 3: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 진출 모델

1) 특화모델 개발 방향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는 관광, 해상스포츠, 카지노, 비지니스 여행 고

객을 위해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필리핀 치안문제와 관련하여 관광객 및

비즈니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는 물론 보안과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하는 종합

매니지먼트 전문 직종이 각광받고 있다.

필리핀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54% 증가한 65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인 방문객은 159만 명으로

총 방문객의 24.3%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필리핀 관광산업은 2019년 외국인 관광

객 수 700만 명(6.4% 증가), 관광 수입 97억 5,000만 달러(12.1% 증가)로 확대

될 전망이다(코트라, 2018).

필리핀관광청(Department of Tourism Philippines)은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국가관광개발계획(Nat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의 목표인

연간 6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낙관하고 있다. 필리핀 관광청에 따르면 2017

년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54% 증가한 656만 명에 달한다

고 밝혔다. 이중 한국인 방문객은 159만 명으로 총 방문객의 24.3%로 1위를 차지

하였으며, 중국 관광객은 97만 명(14.8%)로 2위, 그 뒤를 이어 미국 93만 명

(14.3%), 일본 58만 명(8.9%)이다. 2017년 5월 이슬람 세력의 무력 점령 사태로

민다나오섬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각국에서 해당지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

었지만 우려와 달리 2017년 필리핀 관광객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016년까지 한국에 이은 국가별 필리핀 여행객 수 2위 국가는 미국이었지만,

2017년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수가 43% 가량 폭등하며 현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남중국해 관련 국제 영토분쟁 이슈 이후 필리핀 내 중국인 여행객 감

소 우려가 있었으나 이후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양

국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2016년 10월 양국이 2017-2022년 관광산업 협력과 교

류를 증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필리핀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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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도착비자를 신설하기도 해 중국인 관광객수는 지속적

인 증가추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9> 최근 5년간 필리핀 국가별 여행객 수 상위 5개 국가

(단위: 천 명)

 자료: 코트라(2018)

<표 Ⅳ-10> 필리핀 관광/레저 활동 분야

구분 특성 입지요건

골프
리조트 및 어학원 근처

골프장 관광

클락, 세부, 마닐라를 중심으로
골프장까지의 접근성 편리,
소요시간은 차량으로 근거리에
위치하여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조건

카지노
정부의 카지노 산업

투자로 호텔, 리조트를

중심으로 분포

PAGCOR 기관에서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6개 지점별 리조트 및 호텔을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스포

츠 잠

수

스쿠버

다이빙

수중 가시거리가 양호해

바닷속 신비 체험

급경사, 바위, 계곡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며, 수중경치와 어족이 풍부

스킨

스쿠버
수심 10m 미만의 얕은
지역 잠수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음.

수상스키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음

잔잔한 바다 및 물 흐름이 완만한 강,

호수 등(물깊이 1.5m 이상인 곳)

서핑
파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

호주 골드코스트처럼 탁 트인 바다에
여(물속에 잠겨있는 바위)가 없고
해변이 끝닿은 데 없이 이어진
가운데 파도가 높은 곳

자료: 해양관광레저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2014)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1,175.5 1,339.7 1,475.1 1,607.8
중국 395.0 490.8 675.7 968.4
미국 722.8 779.2 869.5 957.8
일본 463.7 495.7 535.2 584.2
호주 224.8 241.2 251.1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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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필리핀은 마약과 범죄, 각종 사고로 인해 관광객들에게는 치안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국가이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공포하면서 경찰을

동원해 마약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에 나섰다. 마약범이 반항하거나 도주할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때문에 필리핀 전역의 교

도소는 마약사범으로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 측과 반군 측의 분쟁으로 민다나오 지역은 여행이 제한적이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인 최근까지 필리핀 마약 단속청(PDEA)의 단속 과정에서 29명의

마약범죄 용의자가 죽은 반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는 3900명 이상이 사살된 것으

로 알려졌다. 대체로 마약범 단속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적게는 3천명에서 많게는 1

만 명이다.

<표 Ⅳ-11> 필리핀 사고 및 범죄테러 최근 현황

구분 내용

해상안전사고

필리핀에는 세부, 보라카이, 민도로 등 세계적인 해양

레포츠 휴양지가 많은데 최근 막탄 섬에서 스쿠버 다이

빙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보홀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

기던 40대 우리 관광객이 물놀이 도중 의식을 잃어 병

원에 긴급 후송된 후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음.

캐녀닝을 마친 남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망

한 경우도 있었고 방카보트를 타고 호핑을 하던 40대

여성분이 보트에서 추락, 스크루에 접촉하여 부상을 당

한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발생

범죄테러사고

사례1. 필리핀 최남단 홀로(Jolo)섬의 한 가톨릭 성당에

서 2019.1.27.(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폭발물이 터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현지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성당에서 미사 중에 폭

발물이 터졌고, 군경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또다

시 폭발물 사고 발생

사례2. 필리핀의 팔라완(Palawan)섬과 민다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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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트라(2017)

필리핀의 범죄테러는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의 안전

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2011년부터 필리핀 주요 관광지의 약

4,349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TOPCOP 훈련을 진행했다.

TOPCOP(Tourism-Oriented Police for Community Order and

Protection)은 필리핀 관광부와 경찰이 협력해 안전관광을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관광 경찰’ 프로그램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필리핀에 보다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계속되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푸에르토프린세사 국제공항 터미널을 확장했고, 올해 7월에는 막

탄 세부 공항이 제2터미널을 개장해 연간 1,2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

로 거듭났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기자간담회날인 27일 개장하는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은 필리핀 최초의 친환경 공항으로 자연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붕에 태

양열 설비를 설치, 공항 에너지 소비량의 1/3을 충당한다. 팡라오 국제공항은 탁빌

라란 공항 수용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 특화모델

필리핀의 치안문제를 관광객 수요에 따라 정부에서 편의성 및 보완강화를 추진 중

이나 최근 범죄 테러 사건으로 볼 때 치안에 대한 안전 가이드 역할자가 필요한 상

황이다. 필리핀 치안과 관련하여 카지노, 골프, 해양스포츠 레저 등의 보디가드를 위

한 다양한 분야의 에이전트가 조성되고 있다.

(Mindanao)섬에서 테러 및 인질납치 사건 발생

사례3. 필리핀에서는 우리국민을 상대로 하는 납치강도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여행 시에는

신변 안전 위협요소 대처 필요

사례3. 필리핀 정부 측과 반군 측의 분쟁 치안상황으로

민다나오 지역 등 분쟁 지역의 여행이 제한적이어서 폭

발물 테러 등의 가능성이 있는 바, 위험지역의 단독여

행, 외출을 삼가는 등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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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필리핀 레저/관광분야 에이전트 역할과 근로조건

자료: 잡코리아 및 현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음 

구분 내용

호텔 에이전트

- 호텔, 리조트, 카지노 전문 에이전트를 이용한 필리핀 카

지노 관광

- 숙소(5성급 호텔) 및 항공권 관리

- 필리핀에 도착하면 vip의 경우 입출국 심사대 이용 입출

국 지원

-취업처: 5성급 이상 호텔

-자격조건: 영어활용능력(상)

관광 전공자 및 경력자(Sale Manager)

- 보수수준: 호텔매니저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연봉)

- 필요역량: 추진력, 도전정신, 고객서비스 마인드

여행사 에이전트

-패키지 여행상품과 단독 및 소규모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

한 공항안내부터 차량 픽업, 호텔 및 목적지로의 이동 등

일정 전반을 관리
-취업처: 한국 여행사(필리핀 지점)

-자격조건: 영어활용능력(상),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TC 자격보유자

-100% 인센티브제

-보수수준: 신입의 경우 인턴 6개월(2,000~5,000불)

정규직 가이드(3,500~10,000불)

※ 경력에 따라 다름(6개월 기준)

-필요역량: 리더십, 도전정신, 여행에 대한 열정

어학원 에이전트

어학원과 연계하여 학생유치 및 주변 골프장 및 관광지 연

계 및 가이드 역할을 함

-경력: 5년 이상의 관리자급의 경우 가족연수 성인을 대상

으로 관광가이드 정보 제공 및 보디가드 역할
-취업처: 어학원

-자격조건: 영어활용능력(상), 여행가이드 경력자 우대

급여: 3,000~4,000만 원 이상(연봉)

※ 일반매니저: 2,000~2,400만원(2년 이상 경력자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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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여행을 할 경우 안전과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는 현지 가이드 및 필리핀

전문여행사 해피나인 에이전트의 서비스의 경우 카지노 고객을 위한 보디가드 역할

을 하게 된다. 에이전트를 이용한 필리핀 여행은 숙소부터 항공권 등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 준다. 또한, 여러 혜택이 있는데 필리핀 왕복항공권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

다. 필리핀에 도착을 하면 vip전용 입출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하고 빠르게 입출국

까지 가능하다. 현지 필리핀 여행사에서는 식사 또한 제공하며 최고급 5성급 호텔에

서의 숙박을 지원한다. 식사와 최고급 호텔 숙박까지 모두 필리핀 에이전트 기업에서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여행가이드는 현지 여행자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한다. 여행사의 경우 다양한

여행상품을 ‘자유패키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단체 여행객

뿐 아니라 가족여행 및 커플여행·신혼여행 등 소수인원으로도 패키지 여행상품 형태

의 ‘단독투어’ 구성이 이루어진다. 전문 가이드가 공항안내부터 차량 픽업, 호텔 및

목적지로의 이동 등 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우발사태 발생에 대

비해 병원 등의 장소에도 필리핀 현지의 전문 직원을 활용하고 있다.

3)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1) 진출전략

가) 진출유형 및 경로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경험이 필수

적이다. 카지노와 골프, 여행안내를 위한 정보, 렌터카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치안문제에 대한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필리핀의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에 따라 관광 및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 직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필리핀

호텔은 총괄매니저와 Sales Manager , F&B Manager , Assistant Manager

등으로 나눈다. 특히, Sales Manager는 한국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인을 선

호하며 현지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변 관광안내, 보디가드 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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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행한다. 어학원 매니저의 경우 학생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지만 시니어 매니저

의 경우 어학원 특성에 따라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 어학연수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

요가 증가하면서 주변 골프, 카지노 등 관광투어, 풀 하우스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 급여수준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00~4,000만원 수준

이며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가 지급된다.

관광/레저 분야의 보디가드 에이전트로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즉시 취업하는

경로와 인턴십으로 경력을 쌓아 현지에서 매니저 경력을 형성한 후 에이전트로 활동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우선적으로 영어가 필수적이고,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중국어를 활용하다면 유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리핀 관광정보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이 뒤따라야 한다.

필리핀은 영어권 관광객과 중국어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필리핀 어학원 및

유학코스를 활용하여 현지 언어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지 지역 특성

과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국내 레저/관광 관련 대학과 현지 호텔, 여행사, 카지노, 어학원과 연계하여 방학

에는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무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기 위

한 실습 및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레저/관광 보디가드 에이전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경력자의 경우 국외여행인솔자(T/C)의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1조)에 부합하는 자격증과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명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국내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

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

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

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도의 자격취득 없이 국외여

행인솔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검정은 필기시험과 외국어

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은 국사(40%), 관광자원해설 (20%), 관

광법규(20%), 관광학개론 (20%)으로 과목당 25문제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외국어 시

험은 영, 일, 중어는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불, 독, 서, 노어는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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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문), 듣기(25문)로 6할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표 Ⅳ-13>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 시험 합격기준

외국어

시험
자격구분

관광통역안

내사
만점 비고

영어

TOEIC 760점 이상 990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TEPS 677점 이상 990점

TOEFL (cbt) 217점 이상 3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1000점

중국어 HSK 5급 이상 11급

[그림 Ⅳ-5]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 진출 프로세스

나) 활성화 전략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는 필리핀의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 고객이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매니저

활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어학원별 경쟁구조가 심한 편이나 이용자 수요에 따른 꾸

준한 증가로 관광, 카지노, 휴식, 숙소, 골프, 카지노 등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 직업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 분야로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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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경호학과 및 관광분야의 전공자 육성을 통해 인

력을 배출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Ⅳ-6] 레저/관광 보디가드 에이전트 진출모델 활성화 전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관광레저, 경호학과 등과 연계하여 언어능력 향상과 현

지 문화,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현장 체험형 인턴십, 실습 프

로그램을 통해 진출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현지 관광안내 및 보디가드 역할을 하

기 위해서는 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을 포함

하여 호신술 등을 교육에 반영하여 현지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양성 프로

그램 과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취업을 위한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글로벌 호텔 서비스

실무과정에 참여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하고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을 경우 월드잡, 현지 채

용박람회, 교민잡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정보를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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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객과 비즈니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솔과 보디가드 역할을 할 전문가가 요구되고 있다. 필리핀 관광업 경기가 활성화되

면서 기존의 관광 안내가이드 역할에서 호텔 시설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쇼핑몰, 오

락시설, 골프, 공항서비스, 관광, 렌터카, 맛집 투어, 보디가드 등의 관광 종합서비스

를 제공하는 보디가드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 진출 기회 또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 치안과 레저관광 종합 서비스 제공 직종 수요증가

-필리핀은 해양레저분야인 섬을 돌며 스노쿨링을 즐기는 호핑(Hopping)투어와 요

트, 패러세일링 등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다수 발달되어 있어 해양레저 분야와 골프, 카지노 등 관광수요가 높은 분야의 직

종 수요가 많은 국가이다. 반면에 필리핀의 치안문제로 인해 관광객 치안에 대한 안

전 가이드 역할과 관광안내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양적 고용창출 기대

-필리핀 관광서비스 분야는 한국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분

야로 각광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8년 1,607,821명에서 2019년 2백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관광서비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대

비 약 3%이상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레저/관광 보디가드 에이전트 수요 또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관련 직종

레저/관광 보디가드 에이전트는 필리핀의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 고객이 증가함

에 따라 유망한 직종이다. 필리핀 관광뿐만 아니라 범죄와 치안관련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여행사 가이드, 호텔 세일즈 매니저, 어학원 매

니저로 진출하여 경력을 쌓아 전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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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분야의 관련 직종

구 분 분야 세부직종 내용

특화직종

관광서비스

레저/관광
토탈

보디가드
에이전트

여행일정표에 따라 국내 관광객을 해
외로 인솔하여 방문 관광지의 문화, 역
사 등을 설명하고 교통편, 숙박시설,
식당 등의 예약 또는 예약확인을 위해
여행사와 일정조율 뿐만 아니라 식사
와 숙박, 안전가이드 등 관광일정의 편
의를 위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직종

국외여행인
솔자(T.C)
국외여행인
솔자
(Travel
Conductor)

여행지로 적합한 장소를 검토하여 결
정하고, 여행경로와 일정을 계획한다.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을 결정하고 관
광객에게 여행경로, 일정 등 관광에 필
요한 전반적인 안내와 인솔을 한다.

관광통역안
내원

해외여행 관광객과 동행하여 공항에서
수속업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하고 관광
지를 안내하며 통역을 한다.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집합시간, 장소, 당일 일정
등을 확인하여 여행통역 및 안내역할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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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odel 4: 금융보안 리스크 엔지니어 진출 모델

1) 특화모델 개발 방향

필리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용평가를 위한 전산화가 시급하

다. 필리핀은 최근 들어 컴퓨터기반 은행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

(Information Security)가 직종이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거래를 하는

고객과 신규고객 신용관리를 위해 해커들로부터 자료를 지켜야 하는데 정부기관이나

금융IT기업들은 점점 더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인력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스마트폰 시장은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크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높아지면서 금융보안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IDC)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에만 스마트폰

400만 대가 필리핀에 공급되었으며, 또한 에릭슨(Ericsson)의 보고서의 보고에 따

르면 필리핀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8년도에는 70%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필리핀의 핀테크 시장은 약 2016년 기준 49억 달러가 거

래됐고, 2020년까지 105억 달러로 증가 예상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지급 결제 부문

과 송금부문을 주로 인터넷 뱅킹 및 핀테크를 활용하여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고

있다(코트라, 2018).

금융보안 관련 한국기업의 역할은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해외송

금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활용한 저렴한 수수료로

핀테크 시장에 진입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필리핀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

아 등의 동남아 국가의 송금채널 확장 중이며 한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솔루션은

한국IT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필리핀 고객의 경우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현지 CIC기

관을 통해 신용평가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

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보안 리스크 엔지니어 전문가가 늘어 날 전망이다.

또한, 필리핀의 신분증 변화는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8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 법안인 ‘The Philippine

System Identification Act(이하, PhilSys Act)’에 서명했으며, 2018년 8월 25



- 123 -

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필리핀은 33여개의 신분증이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금융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반해 계좌 개설율이 전체 인구의 31%밖에 달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을 받아왔다. 신분확인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신분 확인 절차가 간단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며 특히 전자시스템과 연결 될 수 있는 핀테크

부분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필리핀은 약 1억 명의 인구(세계 13위)에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

핀은 2017년 기준 약 602개의 은행(지방은행 및 협동조합 약 492개)과 1만 318

개의 지점을 가진 금융 환경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외국계 은행 수를 10

개로 제한하고 외국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60%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100%

허용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향상을 장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리핀은 은행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

진 지형 탓에 은행 접근이 어려워 금융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반해 계좌 개설율이 전

체 인구의 31%밖에 달하지 못한 현실이다. 하지만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산

층의 증가로 앞으로 필리핀 금융시장의 잠재력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핀테크와 인터넷뱅킹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표 Ⅳ-15> 금융 금융거래를 위한 고객 신용관리

구 분 한국인 고객 필리핀 고객

금융기관 한국계 은행(자체 신용평가) 필리핀CIC

신용관리
소비자대출, 신용카드거래, 할부거래 상환, 리스거래, 보증, 주택대출

연체금액, 상환, 정보, 대위변제, 계좌정지, 보증 등

*CIC: 신용판매업계가 설립을 주도한 CIC(Credit Information Center) 신용평가 기관

특히, 필리핀 내 한국금융기관은 한국으로의 송금처리를 위해 계좌를 신설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고객의 연체정보와 신용거래를 확인해야 하지만

필리핀 신분증의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신분에 대한 신뢰문제로 금융보안에 취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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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리핀 고객의 경우 필리핀 신용평가업계에서 설립한 CIC를 통해 신용을 평가하

여 관리하거나 최소한의 예치금을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런 문제로 금융사고 및 전산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솔루션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

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고 필리핀 내에서도 전문가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

라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보관리 전문분야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코트라, 2018).

(1) 한국금융기관 진출

필리핀에 진출한 국내 은행 및 핀테크 업체들은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혹은 인

수 및 투자를 통한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 2월 가장 먼저

SWIFT망을 사용하지 않는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인 ‘1Q Transfer’ 서비스를 시작

했고, KB국민은행도 필리핀 페소화(PHP)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KB 필리핀 페소

(PHP) 바로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빅살 그룹과 함께 신용카드

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130만 명의 회원 확보를 통해 리테일 영업을 확대할 계

획이다. 국내 핀테크 업체의 진출 사례로는 2016년 카카오 투자 자회사 케이벤처그

룹이 비트코인 기반 필리핀 핀테크 기업 SCI(Satoshi Citadel Industries)에 투자

해 최대 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인사이트코리아, 2018.7.2.).

2) 「금융보안 리스크 엔지니어」 특화모델

2017년 필리핀 주요 민간은행인 BDO(Banco de Oro) 와 BPI(Bank of

Philippines Island)에 최근 예금 계좌 이중 인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필리핀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보급에도 금융보안은 아직 사이버보안 및 ATM기

기 오작동 등의 리스크 방지 기술이 미비하다. 인터넷뱅킹 보급 이후 사이버 리스크

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 산업의IT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격

대상이 확대되고, 공격수단도 저비용·다양화되는 등 금융권 사이버 리스크는 더욱 증

가하고 있다. IT가 동반되는 신사업 추진 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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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직원 및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이

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인적오류(Human Error)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

<표 Ⅳ-16>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

시스템 조작사례

은행시스템에 대한 침투는 은행 데이터 조작 및 삭

제에 이용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사이버 공격 유

형으로 시스템 장악 후 불법송금 등으로 이익 획득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붕괴

은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대규모 용량을 동반

한 요청사항을 주입하여 은행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스템 붕괴

개인, 기업정보 탈취
침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고객(개

인 및 기업)정보 탈취

 
※사이버 리스크 개념: 조직의IT,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사고를 의미하며 금융업권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관심

(1) BPI 전산망 중단 사건

-2017년 6월초 BPI 계좌에서 인출 사고(unauthorized with drawl)가 발생하

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었는데, 은행 측은 내부 데이터 처리상 오류로 인해 몇몇

계좌에서 자금이 이중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

(2) BDO 현금자동 인출기 skimming 사건

-2017년 6월 최대 민간은행인 BDO 이용객중 일부가 본인 계좌에서 인출 사고

(unauthorized with drawl)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현금자동인출기

(ATM) 기기가 카드불법 복제 프로그램에 피해가 있었다. 2019년 1월 27일 하나은

행 필리핀 마닐라 지점 전산 사고와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지 감독기

관에서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은행 영업점은 우선 현지 당국 조사를 받고, 이후 국내와 현지에서 처리할

부분을 각각 나눠서 수습하게 되는데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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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이투데이, 2019.1.28.).

(3) 필리핀 정부의 금융정책

필리핀은 2014년 금융자유화법이 시행된 이후로 일반적 금융활동에 더해 금융임

대업, 파생상품계약, 온라인 뱅킹 등 신금융기법이 보급되고 있는 단계이며 임대업과

채권 매수업 등 틈새 금융업도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아직 기술력은 높

지 않은 수준이다. 은행 개설 및 신규 금융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BSP(중앙은행)

승인이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재벌들이 소유한 BDO(SM 계열), Metro Bank, Bank of

Philippine Islands(Ayala 계열), RCBC 등이 자산규모 1~4위의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2018년 기준, 필리핀에는 총 11,936개의 은행이 있으며 6,527개의 상업은행 및

일반은행, 2,453개의 저축은행, 2,956개의 지방은행이 있다. 이 밖에 특수목적 수

행을 위한 국책은행으로 The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The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Amanah Bank, The

Opportunity Micro-Finance Bank 등이 있다. 필리핀 정부는 금융 분야의 발전

을 위해 2014년도에 은행법을 개정하였는데 금융 시장 확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이

은행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다.

(4) 금융 IT분야의 트렌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에서도 '현금 천국'으로 불린다. 그 만

큼 금융 산업에서 성장이 느린 국가이지만 최근 은행 계좌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아직 은행 계좌 보유비율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

부의 금융시장 개혁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필리핀 중앙은

행은 판단하고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

지 시중은행의 계좌 수는 5,710만개로 2018년 대비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2015년 22%였던 필리핀 성인들의 은행 계좌 보유 비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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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아시아경제, 2019).13)

특히, 필리핀은 계좌 개설에 필수적인 정부 발행 신분증조차 없는 국민이 많은 것

도 은행 문턱이 높은 이유다. 최소 1,000만 명 이상이 신원확인 서류가 없어 계좌

개설을 못 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출생증명서조차 없는 사람이 740만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금융보안 문제는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배차 앱 대기업 고젝

(Gojek)이 필리핀의 전자결제 기업을 인수해 모바일 결제 시스템 '고페이(Gopay)’

로 필리핀 핀테크 시장에 진출할 목표이다. 필리핀은 대부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핸드폰을 이용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 송금, 결제, 온라인 쇼핑 등의 금융서비스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

다.

3)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1) 진출전략

가) 진출유형 및 경로

금융보안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국 금융기관의 금융보안솔루션 유지보

수 및 신규개발 IT금융보안 솔루션 기업에 즉시 취업하여 필리핀에 취업하는 경우와

국내 컴퓨터 전공 및 연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춰 인턴십 및 경력자 대상 취업알선

을 통해 취업하는 경로가 있다.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금융IT

솔루션에 따라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데 필리핀 고객의 경우 개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CIC기관의 신용등급관리를 통해 신용등급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과 전산사고

와 ATM기기 금융사고로부터의 사이버 보완강화를 위한 인력수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진출유형별 전략을 살펴보면 금융IT분야는 IT기술력과 현지 한국 금융기

관과 필리핀 현지 금융기술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적으로 영어가 필수적

이고,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및 지자체, 전문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연수과

13) 아시아경제(2019.2.12.), 현금 최우선' 필리핀, 은행 통장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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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실무지식과 영어능력을 갖출 수 있다.

청년구직자의 경우 컴퓨터 공학 및 전자공학을 전공할 경우 유리할 수 있으며 의

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표 Ⅳ-17> 금융 보안 리스크 엔지니어 역할과 근로조건

 자료: 잡코리아, 인디드

금융IT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내 연수과정을 통해 금융 IT 인재를 양성

하여 현지 금융기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인턴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 MOU

14) 금융보안관리사(CFSE)(Certified Financial Security Expert)

구 분 내용

진출유형
현지 한국계 은행과 협약을 통한

진출

금융보안 교육기관을 통한

연수과정을 통해 진출

역할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해외송금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하는 역할
취업처 한국 IT기업 중 필리핀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금융솔루션 기업

국내

교육기관

금융 보안관리사14) 과정(국내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

-금융회사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금융서비스에 대한 실

무지식을 갖추고 금융 IT·보안 위협의 진단과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직무능력의 검증을 위한 과정형 자격제도

-교육과정 : 평가(출석 80점+개인과제평가 20점) 결과 85점 이상

-검정시험 : 과목별 40% 이상, 총점 60점 이상 득점

보수수준
-신입의 경우 약 2,000만원~2,800만원 수준

-2~3년 C언어 Java 등 경력자의 경우 약 3,000만원 이상

자격조건

- 4년제 대학 이상

-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용가능자

- 관련 전공자

- 금융솔루션 경력자 우대

요구역량

- 금융보안 지식

- 프로그래밍 사용지식과 경험

- 대인관계 및 책임감



- 129 -

방식의 진출방법이 있다. 금융 분야는 서비스와 은행 등 금융 솔루션 개발자 및 엔지

니어로 진출할 수 있는데 국내 금융솔루션 기업 중 필리핀 현지에 기술지원을 위한

기업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현지 진출 한국계 은행의 경우 현지 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사례를 엿볼 수 있으며 현지 언어, 문화, 금융시스템

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고 해당 학교의 우수 인재를 현지 지점에 채용하는

등 상호 인적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보안 리스크 엔지니어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IT 전문교육기관에서 시

행하는 금융보안 관련 교육을 통해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금융서비스에

대한 실무지식을 갖춰야 한다. 금융보안 자격증은 금융 비지니스, 금융보안, 금융IT

보안, 전자금융보안으로 총 4과목을 교육받고 검정시험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나) 지원 및 활성화 전략

국내에서는 금융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 보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전공을 통해 금융정보보호 관련 법령, 금융서비스 및 금융IT·보안 분야의 제반 지식

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Ⅳ-7] 금융보안 리스크 엔지니어 진출 프로세스

한국계 금융기관에서는 필리핀 고객의 경우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계좌발급 및 송

금처리가 가능한데 개인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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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필리핀 신분증 단일화에 따라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보안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취업을 위한 유관기관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 금융IT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정보보안 및 빅 데이터

처리,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실무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금

융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소매신용평가 등 금융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사전습득으

로 금융회사 취업에 필요한 CSA(개인 신용평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포

함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금융기관과 관련 학과와

협약을 통해 금융보안 리스크 관리 과정을 개설하여 해외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신용불량정보 및 여신현황 등의 신용정보 외에 대출실행․상환기록 등과 같은 신

용정보를 확보하여 신용평가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 필리핀의 개인 신분 체계 강화에 따른 금융보안 엔지니어 인력수요 확대

- 필리핀 정부는 새로운 신분증이 도입될 경우 필리핀 국민 1억 400만 명 가운

데 극빈층 1,630만 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단일 신분증 법안을 통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IT 전문인력

또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인터넷기반 금융서비스 증가로 IT금융 엔지니어 고용창출

- 필리핀은 최근 5년간 평균 6%대의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

안 산업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필리핀 정부의 IT기술 활성화 노력과 정보통신기술부

(DICT) 출범 등과 함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 시장에서 IT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

고 있어 2020년까지 매년 9~10%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또한, 필리핀의 늘

어가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여신분야 거래에서 ATM, 인터넷뱅킹 등 진화된

금융 분야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뱅킹 ATM이용률 상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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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엔지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관련 직종

필리핀 신분증 단일화에 따라 개인의 금융 신용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IT금융보

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솔루션 개발자 및 고객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빅 데이터, 유지보수 엔지니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표 Ⅳ-18> 금융IT 보안분야 관련 직종

구 분 분야
세부
직종

내용

특화직종
금융
보안

금융
보안 리
스크
엔 지 니
어

금융보안 리스크 관리를 위한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 및 인트라넷 형태의 전산망 관련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금융보안 정
보를 유지보수 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직종

정보
보안

컴 퓨 터
보 안 전
문가

지식정보화사회의 중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산
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
에 대한 접근 및 운영을 통제하며, 침입 발생 시
신속히 탐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복구한다.

정보
통신

빅 데 이
터 전문
가

사람들의 행동 패턴 또는 시장의 경제상황 등을
예측하며 데이터 속에 함축된 트렌드나 인사이트
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기 위해 대량의 빅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한다

정 보 시
스템 엔
지니어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스
템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리 스 크
매니저

국내외 주식, 선물옵션, 채권, 자금, 외환시장 등
에서 시장위험을 인식하여 분석하고 통제하는 일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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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진출 우수사례

1. 조○○ (한국어문화원 한국어 원어민 강사)

1)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계기

평소 한국어를 통한 해외 파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와 보니 한

국어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서 다양한 기관에서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

준비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한 곳만 선

택하여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

국에서는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

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 철저히 수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여러 변수에

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여 나아간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앞으로 저의 한국어 교사로서의 삶에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

다.

2. 지금 하고 있는 일 소개

세종 한국어 재단 소속으로 이곳 문화원에 파견 되어 한국어 수업을 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교육 과정 개발 및 보

안,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내에 세종재단에서 파견한 한국어 강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

여 일할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급여 조건은 한국어 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한국에서 한국어 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거나 한국

어학과를 졸업할 경우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지에서도 2급의 경우 그리

나쁜 보수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필리핀 문화원은 크게 요리, 풍물,

서예, 도서관 운영 등을 운영하기 위해 현지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강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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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는 세종 한국어 재단 소속으로

이곳 문화원에 파견 되어 한국어 수업을 지도해야 하며 문화원의 종합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재관리도 일부 수행해야 합니다. 민간사설학

원에서도 강사수요가 많은데 인식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어 강사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급여문제

는 나쁘지 않습니다.

3. 취업준비 과정

한국어 학과를 전공하여 한국어강사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전공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세종학당재단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교원 자

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하여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미 한국어 강사활동을 몇 년 하다가 진출하였기 때문에 경력자로 취업하였습

니다. 한국어 강사는 세종학당에서 파견하는 분야로 진출하거나 민간사설학원

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종사합니다. 보통 세종학당 파견강사는 계약직이며

민간학원에서는 학원과 계약을 통해 시간당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4. 나의 해외취업 노하우

필리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어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어

강사라고 해도 실제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활용

이 가능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면접 준비에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면

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해외 취업이기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타지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해외취업 적응을 위한 Tip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같이 가는 것도 정서 안정에



- 134 -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지 음식이 맞지 않으면 고생할 수 있기

에 한국 식품점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집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

니다. 외국에서는 정보와 공동체에서의 소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교회 등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정보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면 훨씬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6. 해외취업 희망자를 위한 조언

혹 해외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곳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준

비하며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해외 취업 기관에서 원하

는 요구 조건과 현지 정보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급여조건이 단기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어 강사 역시 경력을 갖추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7.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정부에 바라는 점)

현재 세종학당도 교사의 처우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강사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강사 처우개선

이 체계화 된다면 해외에서도 강사로 진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 질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듯합니다. 정부에

서 한국어 강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교육기관에서

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다면 필리핀 한국어 강사로 성장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적극적인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나의 미래 계획

주어진 역할 등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차츰 앞으로의 일들도 구체적으로

생겨날 것이라 봅니다. 해외 취업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도전임에는 분명하지

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취업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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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호텔매니저)

있는 분이라면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도전해 보는 것도 미래 자신에게 큰 자

산이 되리라 봅니다.

1)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계기

학부 전공인 국제학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졸업

논문을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대학생활을 되풀이

하기 싫어 차마 다른 과로 전과나 편입을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살 대학교 한인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에

서 한국인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 전공도 아니고 딱

히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꾼 적은 없지만 이제 곧 취업도 해야 되는

데 면접이라도 한번 봐보자 하는 마음에 지원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면접 절

차를 거쳐 며칠 후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지원한

회사에 바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어떤 업종이나 직종에서 무

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나에게 합격의 영광을 안겨주고 기회를 준 이

회사가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이 있기도 전에 일

을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일을 배우면서 호텔업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

니다.

2. 지금 하고 있는 일 소개

저는 호텔 판촉 지배인입니다. 호텔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교대 근무를 하

는 프런트 데스크 (Front Desk) 혹은 오퍼레이션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

문에 호텔에서 영업 또는 판촉활동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호텔에서 세일즈 매니저 혹은 판촉 지배인은 세

일즈와 마케팅 부서 소속으로 외부에서 호텔로 사업 즉 매출을 가져오는 역

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고객 관계 형성 및 비즈니스 논의를 위해 고객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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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로 방문하고 호텔로 초대하여 접대하는 일을 하고, 필리핀 소재 호텔의

한국인 세일즈 매니저로서 한국 기업, 여행사, 그리고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모든 예약 건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 합니다.

3. 취업준비 과정

저는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를 필리핀으로 유학와서 공부하게 되었고 자

연스럽게 필리핀 현지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권 문화

이다 보니 영어활용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호텔관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영어권 문화이다 보니 취업준비를 하려는 청년들

에게 꼭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은 해외취업은 꼭 열악한 환경만을 보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

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최근에는 현지에서 취업한 분들로부터 추천

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나의 해외취업 노하우

저는 LinkedIn을 주로 이용합니다. LinkedIn은 쉽게 말해서 Facebook

의 프로페셔널 버전인데, 다른 나라나 지역과 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커리어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1년 여 간의 Hotel Jen Manila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하

면서 여행사 예약을 담당했지만 4성급 호텔이다 보니 기업 출장자나 관공서

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국 기업이나 관공서가 몰려있

는 마카티 시의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5성급 Dusit Thani 호텔에서 주최

된 한국 관공서 행사를 참석할 때마다 내가 이곳에서 근무한다면 나의 더 큰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LinkedIn 에서 두짓타니 호텔의 인사과 이사인 Ms. Carol에게

서 쪽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세일즈 매니저를 뽑는데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오

퍼에 바로 답장을 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면접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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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는 연락이 없었고, 이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면접을 꼭

보고 싶다고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Ms. Carol은 당장 다음 날 올 수 있

겠냐고 해서 저는 평소에 나의 시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직 계획

이 없어도 흥미로운 Job Opening을 보면 지원해서 면접을 보는 걸 생활화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항상 준비가 되어있던 나는 Ms. Carol의 Job

Interview 초대에 바로 응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 마케팅 이사와 호텔 총지

배인과의 여러 차례 면접을 통해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호텔에 어떠한 이익

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능동적으로 어필하였고 끝내 Job Offer를 받게 되었

습니다.

5. 해외취업 적응을 위한 Tip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한국인이다 보니 문의사항, 업

무 관련 사항, 호텔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수는 나에게 넘어왔고 행사 기간에

는 24시간 비상대기 모드로 잠깐 한 시간씩 쪽잠밖에 잘 수 없었습니다. 마

지막 날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이 모여 뒤풀이를 했습니다. 아세안 행

사 중 마지막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바로 그전에 행사가 치러진 다른 나라

의 고급 호텔들에 비해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했던 만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마닐라에서의 행사

가 가장 성공적으로 문제없이 치러졌다고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셨을 때 눈물

을 참을 수 없었고 그동안의 고생을 다 잊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애정과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6. 해외취업 희망자를 위한 조언

‘내일이면 나는 새 직장에서 새 출발을 한다.’ 열정과 자신감이 무기인 청춘

이기에 두려움, 걱정보다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내일을 살 것입니다. 아직 풋

내기 4년차 호텔리어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세계를 무대삼아 도전하고 또

도전할 것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조언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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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여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실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현지에서는

실력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7.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정부에 바라는 점)

마닐라로 넘어와서 세일즈 팀에 합류해 처음 호텔 판촉 활동에 대해 배웠

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Hotel Jen

Manila는 캐주얼한 분위기의 샹그릴라 계열의 4성급 호텔이며, 패키지 관광

객이 주였고 외근을 나가서 여행사 고객들을 만나 예약 건을 따오는 일을 했

습니다.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먼저 현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영어실력이 좋아도 현지에서 일처리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면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인턴십이나 호텔과 연계하여 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나의 미래 계획

저는 호텔세일즈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로서의 잠재력을 인정

받아 빠르게 성장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호텔에서 매니저관리

자로 승진하기 위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성과

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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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필리핀 해외진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1.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필리핀은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국가이다. 반면 한국

제조기업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의 해외취업자 현황을 보면 관광, 호텔서

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주요 시장 및 해외진출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이를 토

대로 BPO Back Officer Workers,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저/관광 토탈 보디

가드 에이전트, 금융보안 엔지니어 등 4개 직종에 대한 해외진출 특화모델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필리핀 BPO 산업은 서구 문화 수용성, 한국관광객 방문 등의 영향으로 그

간 한국어와 영어 능력을 갖춘 콜 상담원 직종이 유망하였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BPO분야는 고객지원 서비스(콜 상담원)를 벗어나 기술지원을 위한 백오피

스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BPO 분야는 통신, IT기업, 의료처방, 애니메

이션, 의료, 금융 서비스, 통신, 미디어, 여행, 소매, 물류, 그리고 정부 서비스 업계

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객(customer)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필리핀은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필리핀

은 한국 영화, 드라마, 가요 등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색조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메이크업과 헤어분야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

회진출과 지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소비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구의 영향을 받아 색조화장품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고급 미용실이 등장하고 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관련 헤어용

품의 판매액도 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필리핀의 헤어 미용은 뷰티산업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기술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에 대한 해

외에서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관광산업을 들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을 장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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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필리핀 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분야이다. 관광분야 진출

분야는 호텔식음료 분야, 카지노, 해상레저 스쿠버다이버, 관광가이드 등 진출이 가

능하다. 최근에는 카지노, 여행사를 중심으로 가이드역할과 관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폭탄테러

등의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보디가드 분야가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 필리핀의 금융 보안 분야이다. 필리핀은 신분제도가 하나로 제도화되지 못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금융서비스를 제공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용평가를 위한 금융보안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IT솔루션개발자 및 엔

지니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ATM 자동화 등의 변화로 인해 금융사고 예

방에 대한 금융보안 전문분야가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의 성장 가능한 분야를 고려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원활한 이행을 위

해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관광서비스 중심의 직종이 발달되어 있고 진출이 용이하다. 중장기적인

해외진출모델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관광, 서비스 중심의 산업특성으로 고려

하여 특화모델 개발과 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동남아 국가는 기업의 생

산성 향상과 채용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

렇기 때문에 특화모델을 선정하고 적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중장기적인 경력관

리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경력관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간 해외취업 유망직종으로 진출해왔던 관광서비스 분야로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구직자

들이 해외취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전교육과 해외취업 인식교육

이 우선되어야한다. 특히, 청년들이 진출하는데 위협요소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와 임

금수준에 있다.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

고 청년들이 경력을 쌓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진출경로를 유형별로 지

원할 수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유관기

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직종특성에 맞게 작동하도록 다양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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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경로를 개발하고 진출전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해외진출 직종

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점을 인정하고 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정부지원 프

로그램과 연계하여 진출유형별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조사와 특화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산학협력 측면, 인력양성 측면, 제도개선 측면에

서 해외취업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Ⅵ-1] 필리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해외취업지원사업은 분야별 특화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친화

형 인력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신입구직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관

련 분야의 기업과 협약을 통해 경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학

과를 중심으로 해외 단기 및 장기 인턴과정, 장기실습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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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청년구직자들이 현장경험을 갖추도록 실습, 인턴에 참여하면 학점을 인정해주

고 유관기관은 동남아시아의 낮은 임금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유연적

으로 실행하고, 각 지자체 및 해외취업 관련 기관은 민간 해외취업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구직자가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글

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자재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해외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년들이 해외취업 후 리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여 해외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동남아시아는 한국어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 인력들이 늘어

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지만

한국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워 시험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지 강사수요 확대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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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필리핀 현지 방문 인터뷰 내용

1. 필리핀 방문 시 주요 인터뷰 내용

 가. 필리핀 EPS센터 방문

 일시: 2019년 1월 21일

면담자: 윤○○센터장

1) 인터뷰 내용

해외진출을 위한 특화모델은 한국 생산직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전 사전

교육과정에 인력활용 모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입국 전 취업교육은 송출기관 등

이 ‘한국어(38시간)’ 및 ‘한국문화 이해(7시간)’ 2과목에 대하여 총 45시간 이상 교

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송출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별도 추가 교육을 실시하

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교과 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나,

베트남 등 5개국은 노동관계법·산업안전 등 노동인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고,

태국 등 8개국은 고용허가제·불법체류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국 전 취업교육 교과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2과목으로 한정되어 별도 추

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송출국은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게 현실이다. 한국어 교

육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교육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사업주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고용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42.5%)’

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다음으로 ‘높은 사업장 이탈률(28.7%)’로 나타났다. 또한,

입국 전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평가체계 부재 등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장치

가 미흡하다. 현재 필리핀은 주요 개편방안에 따라 총 교육시간은 유지, ‘한국문화 이

해’ 교육시간을 축소(7시간 → 4시간)하여 노동인권 교과에 배정하여 운영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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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지 EPS센터장(또는 KOICA 주재원), 한국어 강사를 활용하여 직접 강의 실

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송출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무 안전관리자 등 적

격자를 발굴하여 강사 풀(Pool)을 구성 활용할 예정이다.

v (노동인권 교육 강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근로
기준법 및 산업안전 등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되, 교육시간은 단계적 확대
v (교육 효과성 제고) 현행 ‘한국어’ 교과내용을 의사소통(말하기, 듣기) 중
심으로 개선
- 또한, 입국 전 취업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다만, 인력 도입기간 및 외국인노동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교육시간은 현행 유지

 나. 필리핀 기관별 FGI

 일시: 2019년 1월 21일

면담자: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이○○회장, 주필리필대사관 김○○

상무관,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추○○ 과장, EPS 윤○○센터장

1) 인터뷰 내용

필리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임금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현지 취업, 창업 등의 연

계가 가능하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한국 관광객 수요가 많은 국가이지만 아직 그렇

게 많은 수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관광분야는 필리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긍정적

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아 특화모델에 반영될 필요다 있

다.

BPO 분야는 필리핀이 주력분야이고 다국적기업 진출이 많아 향후 인력수요가 높

은 분야이다. BPO 분야하면 콜센터만 생각하지만 보다 전문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회계, 데이터관리, 의료, 애니메이션, 인사노무 관리, IT 등 영역에

서도 BPO분야와 관련되어 성장하고 있다. 필리핀의 BPO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필리핀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기업의 사무실 임대료 등의 부담이 적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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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채용박람회에서도 최근 들어 필리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여서

BPO, 금융, 관광분야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녹색직업 분야인 태양열 에너지 분야도 필리핀에서 관심 있는 분야로 부상하고 있

는데, 필리핀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정부에서 에너지 재생분

야에 관심이 많다. 특히, 필리핀은 전력에너지 분야가 부족하여 현재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태양열 분야는 5월-9월 사이 태풍으로 인해 일조량

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인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특화모델에 반영되어야 할 분

야는 제조업기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이 아직 한인기업이 진출이 많지는 않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분야로 특화모델에 반영한다

면 긍정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카페OO는 ‘150만 K-스타일’ 브랜드 및 온라인

전문 쇼핑몰들과 함께 K-패션, K-뷰티 등 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의 온라인 수출 플

랫폼 기업이 대표적이다. 카페OO는 창의가 있는 누구나 전 세계 시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 광고·마케팅, 호스팅 인프라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최근 들어 유럽, 동남아시아 등 K-스타일

상품을 찾는 해외소비자들이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카페24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카페24 비즈니스 역시

동반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현재 삼겹OOO은 지난 8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레스토랑으로

꼽힌 곳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다. 한국식 BOO레스토랑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삼겹살 한 번 먹기 위해 1시간 가까이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분야는 필리핀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에서는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로컬푸드 분야

도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스마트 팜을 활용하여 진출모델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필리핀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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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막연한 해외진출을 위한 생각만 갖고는 오래 정착하기 어렵다. 필리핀

에 유학, 인턴과정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현

지 문화 적응 후 취업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해외진출이 이루

어져야 한다. 재난재해 관련 직업분야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다. 4차 산업혁명 관

련 분야의 직업은 아직 필리핀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어야 가능한 분야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 분야에서 IT분야와 접목하여 새

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2) 시사점

필리핀은 관광 및 프랜차이즈, BPO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화모델 개

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필리핀에 대한 사전 인식과 관심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현지 공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특화모델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분야인 BPO 분야는 고객서비스 영역에서 최근 들어 백오피스 분야

로의 전문기술지원을 위한 분야로 전환되고 있고 향후 자동채팅 등 IT분야와 융합적

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아이폰

등 통신장비 등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야 하며 고객서비스 정신과 필리핀 현지 임금

수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임금수준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국적기업으로 연봉 외에 복리후생 조건이 좋아 진출모델 개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필리핀은 송출국으로 취업전 한국어 교육, 노동법 등 주요 개편 방안에

따라 총 현재 임시적으로 EPS 센터장(또는 KOICA 주재원), 한국어 강사를 활용하

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송출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무 안전관리자 등 적격자

를 발굴하여 강사 풀(Pool)을 구성하여 진출모델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필리핀 아수리온 기업방문

 일시: 2019년 1월 21일

면담자: 아수리온 김○○매니저, 수퍼바이저, 고객지원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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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개요

사업내용: 아이폰 재생사업의 서비스, SKT 아이폰 고객기술 상담지원

- 위치 : 칼람바(칼람바는 필리핀 라구나 주에 위치한 도시로, 칼라바르손 지방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겸한다. 면적은 149.50km², 인구는 454,486명이며 54개 바

랑가이를 관할한다. 라구나 데 베이와 접하며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5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수리온은 800명 인력 중 50명이 고객지원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인터뷰 내용

아수리온은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북미, 남미, 아시아, 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필리핀의 BPO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필리핀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기업의 사무실 임대 등의 부담을 최소하고자 필리핀의 BPO다국적 기업들이 집중되

어 있기 때문이다(서비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함).

2008년까지 필리핀은 세계 BPO시장의 21% 차지, 인도(51%)에 이어 2위였

으나, 2010년 인도 누르고 1위 등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CICT(필 ICT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필리핀 BPO 산업 매출은 91억달러(GDP의 5%), 고용규모 52.5

만 명으로 처음으로 인도(55억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인도에 비해 친절하고 온순한

국민성, 미국식 영어구사,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수준 등에 기인한다. 이외 인근국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 양호한 통신 인프라, 정부의 각종 투자인센티브도

투자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BPO분야는 일반적으로 인사, 회계, 총무 등의 분야와 IT분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고객지원서비스를 벗어나 백오피스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아수리온의 주요사업은 아이폰 고장폰을 수거하여 재생하는 사업이며, SKT 아이

폰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콜센터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BPO분야는 2000년 초반에 고객 상담 위주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 중반이후부터 백오피스 분야의 전문기술상담분야로 성장하고 있고 필리핀의

향후 유망한 분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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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지역에 200-300명 수요

최근에는 고객 상담의 효율성과 감정노동을 고려하여 SNS 및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카카오톡의 경우 고객센터 기능에 채팅

방식의 기술상담 지원기능 활용 중이다. BPO분야에서 한국인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

는 한국인 고객의 아이폰 기능에 대한 기술 상담을 할 경우 맞춤법이 틀리거나 실수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을 선호하며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진출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의 고객서비스 콜서비스는 하향추세이지만 백오피스분야인 기술지원 서비스 분

야는 연령에 상관없이 핸드폰이나 관련 분야의 관심도에 따라 유망한 분야로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 BPO 분야의 연봉수준은 약 2,000불정도 되지만 인센티브와 회사의 복리후생제

도를 고려하면 근로조건은 양호한 수준이며, 필리핀의 BPO관련 정보는 IT &

Business Process Assosiation Philippines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필리핀

BPO협회(www.ibpap.org)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600여개의

BPO회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근무자수 약 1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필리핀 내

수 마케팅/고객지원을 포함)

필리핀 대졸자/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용사이트인 jobstreet.com

기준 14%가 BPO 관련 채용공고임을 볼 때 필리핀의 BPO의 백오피스 분야의 인

력수요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채용 현황 및 자료는 찾기는 어렵

다. 또한 BPO회사의 CS (Customer Service)의 경우 고객이 고객센터에 관련한

문의를 하는 경우 필리핀의 BPO 콜 상담원은 원청사의 직원이다. BPO회사에서 어

느 회사의 서비스를 하청 받아서 지원하는지에 대한 현황은 대부분 대외비에 속하는

부분이라 정보를 얻기가 제한적이다.

3) 취업자 인터뷰

고객서비스 취업자의 경우 월드잡을 활용하여 취업하였고, 채용담당자 입장에서

도 산업인력공단 월드잡 및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공고를 활용하고 있다. 수퍼

바이저는 백업오피스분야의 경우 아이폰 기능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한국인의

경우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 상급정도의 실력을 요구한다.



- 152 -

처우는 생각했던 것 보다 필리핀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이다. 한국임금

수준과 비교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고려해보고 해외진출

시 판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4) 시사점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회사가 모든 채널에서 자동

채팅 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콜센터, 성장성면에서는 back-office,

non-voice BPO가 각광받고 있다. 매출, 고용면에서는 콜센터(Contact Center)가

전체 BPO 시장에서 69%, 63%를 차지하여 최대 규모이나, 고용성장성면에서는

back-office(25%), non-voice BPO(25%)가 콜센터(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미래가치 투자를 위한 특화모델 개발을 통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봇봇

(Chatbots)은 2020 년까지 모든 고객 서비스 상호 작용의 85 %까지 운전할 것으

로 예측되어 셀프 서비스 기능으로 고객 참여를 향상시킬 분야에 직종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필리핀의 인적요소와 기업투자 환경을 고려해 볼 때 BPO와 IT분야가 융

합적으로 결합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더불어 백오피스 분야

를 기존의 고객지원서비스를 넘어서 새로운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특

화모델 개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 필리핀 금융 및 호텔분야 인터뷰

 일시: 2019년 1월 21일

면담자: 두싯타니 호텔 이○○매니저, 두싯타니 호텔 HR Manager

IBK 함○○대리, KEB 하나은행 권○○대리,

1) 기업개요

- 두싯타니 호텔

-사업내용: 호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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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5성급의 두짓타니 마닐라 호텔은 마닐라의 주요 파이낸스, 상업, 엔터테인

먼트 및 쇼핑 구역인 마카티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관광지와 미팅 및 컨벤션센터 등

으로의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538개의 모든 객실은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LCD 평

면 TV를 비롯한 최첨단 시설로 잘 꾸며져 있다. 또한 타이, 재패니즈, 이탈리안, 필

리핀 및 퓨전 퀴진을 제공하는 5개의 레스토랑 보유하고 있으며 야외 수영장과 973

스퀘어 미터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디핏 피트니스 센터, 데바라나 스파 등이 마련되

어 있다.

2) 호텔분야 인터뷰 내용

필리핀의 호텔서비스 분야는 한국인의 관광객 수요 증가로 고객유치를 위한 세

일즈 분야와 프론트가 유망하다. 또한 영어 및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을 선

호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인의 관광객이 증가하여 중국어 활용이 가능하자면 유

리하다. 특화모델을 고려한다면 최근 호텔서비스 분야는 과거의 F&B의 단순한 서

비스 제공에서 VIP호스트, 이벤트 매니저 등의 역할별 인력이 필요하여 진출모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카지노 딜러의 경우 한국인은 딜러를 할 수는 없지만 매니저 및 식음료 분야에

서는 한국어 활용 면에서 채용에 유리하다. 세일즈 매니저의 주된 역할은 호텔에서

세일즈 매니저 혹은 판촉 지배인은 세일즈와 마케팅 부서 소속으로 외부에서 호텔로

사업 즉 매출을 가져오는 역할 및 주로 고객 관계 형성, 비즈니스 논의를 위해 고객

사 사무실로 방문하고 호텔로 초대하여 접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 세일즈 매니저의

주요역할은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모든 예약 건을 관리하고 패키지 관광 여행사 고객

들을 만나 예약 건을 수주해오는 일이 대부분이다.

미래 유망분야의 호텔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는 관련성이 아직은 없다. 현재 관광

분야의 서비스는 사람이 우선이고 고객서비스 과정에서 IT분야와의 융합적 변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호텔분야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라

는 점에서 현재의 job을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모델개발에 참

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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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분야 인터뷰 내용

IOO 함OO, KEB OO은행 권OO 2명 모두 필리핀에서 유학을 통해 현지 취업한

사례자이다. 필리핀의 금융권은 한국처럼 금융IT 수준이 낮아 문서로 금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고객방문자의 70%는 미 계좌 및 신분이 보장되지 않

는 대상들이 대부분이다.

※ 필리핀은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음

이로 인해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하여 대출을 하거나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많다. 고객은 주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된 돈을 처리하기 위해 계좌

를 만들거나 필리핀에서 한국에 유학을 보낸 자녀들을 위한 송금 업무, 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송금용도로 계좌를 이용한다.

금융권의 특화모델은 아직 기본적인 관리자, 텔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최근 BDO은행에서는 핀 테크 기수를 도입하기 위해 기

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오류 등의 문제로 한국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금융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필리핀은 인터넷속도가 가장 느린 아시아국가

중하나이나 인터넷이용 대금이 높은 인터넷 인프라 취약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

해 디지털기술이 강점인 한국계 은행의 금융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이다.

* BDO은행( Banko De Oro)은 필리핀의 풀 서비스 유니버설 은행입이다. 필

리핀의 대출 (회사 및 소비자), 예금 인출, 외환, 중개, 신탁 및 투자, 신용 카드, 법

인 현금 관리 및 송금을 포함한 업계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지 지사

를 통해 투자 은행, 개인 은행, 임대 및 금융, 농촌 금융, 생명 보험, 보험 중개 및

증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DO는 전국 1,200개 이상의 영업 지점과

4,000 개 이상의 ATM을 보유한 최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1위 은행이다.

BDO는 대차 대조표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고 2018년 BDO는 필리핀 전국적으로 지사 및 ATM 네트

워크는 물론 통합 자원, 고객 대출, 예금, 관리 자산 및 자본 자산 측면에서 최대 은

행이다.

필리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용평가를 위한 전산화가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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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솔루션은 한국IT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필리핀 고

객의 경우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CIC기관을 통해 신용평가 후 금융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 필요한 정보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CIC: 신용판매업계가 설립을 주도한 CIC(Credit Information Center)15) 외

국계 소비자금융회사 등 다양한 업종의 신용공여기관이 공동 설립한 CCB(Credit

Communication Bureau)도 있으나 필리핀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CIC기관의 신용등급관리를 통해 신용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필리핀의 정보보안이

아직은 미비하여 한국의 금융 IT분야 진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호텔분야는 역할별 특화하여 발전해 나가는 분야이다. 이벤트, VIP 매니저 등 역

할에 따라 한국인, 중국인 방문객 증가와 대규모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한국인의 경우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필리핀의 개인정보보안 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회사의

경영실태와 현안 등을 바탕으로 신용정보산업을 조속히 선진화할 수 있는 분야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신용불량정보 및 여신현황 등의 신용정보 외에 대출실행․

상환기록 등과 같은 신용정보를 확보하여 신용평가의 정도를 IT화 할 수 있는 정보

보안, 빅 데이터 등의 금융IT분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 필리핀 한국문화원 방문

 일시: 2019년 1월 22일

면담자: 한국문화원 조○○한국어강사

민간 학원 최○○원장

15) CIC: 신용판매업계가 설립을 주도한 CIC(Credit Information Center) 신용평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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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개요

-한국문화원

-위치: 2F Mancor Corporate Center, 32nd S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1634

-사업내용: 주 필리핀 한국 문화원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널리 넓

히고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더욱 활발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7

월 19일 공식적으로 개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산하기관

으로 전 세계에 위치한 문화원들 중 20번째로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국어 수업, 가야금, 난타, 사물놀이와 전통 춤, 케이팝 댄

스, 한국 대중가요, 태권도, 한식, 뮤지컬,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깜짝 퀴즈대회, 한국 음식 콘테스트, 피노이

케이팝 스타, 한국 영화제, 한-필 문화 교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 인터뷰 내용

한국문화원 내에 세종재단에서 파견한 한국어 강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일할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급여 조건은 한국어 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문화원은 크게 요리, 풍물, 서예, 도서관 운영 등을 운영하기 위해 현지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세종 한국어 재단 소속으

로 이곳 문화원에 파견 되어 한국어 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운영 전반 관리, 교

육 과정 개발 및 보안,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재

단과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 종합 업무 관리 시스템도 담당하고 있다.

급여 조건의 경우 세종학당 재단에서 규정한 라급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하여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급여조건이 개선이 된

다면 현지에서는 과정당 20-50명이 기수별 참여하여 한국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현

지 반응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현지인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문화원 차원에

서 동영상 교재로 추진할 계획 중이다. 대부분의 과정은 무료수강이며 일부 과정은

현지 한국인을 위한 과정도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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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NG OOOOO CENTER 최OO 원장 주요내용

2005년부터 필리핀 한국어 교육 창업을 시작하여 한국 생산직 취업을 위해 한국

어시험을 준비하는 필리핀인 대상으로 사설학원을 운영해 왔다. 1년에 EPS-TOPIK

시험은 1회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4만 명의 수요가 있다. 사업운영을 위해 EPS센터

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클라크로 사업을 이전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어 강사 운영의 문제점은 1년에 1회 시험으로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몰려 사설

학원의 경우 지속적인 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고학력, 젊은

층의 경우 한국으로의 생산직을 꺼려해 모집에 어려움이 많아 애로사항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소지한 인

력이 필요하며 수익성이 높지 않아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재 현지에 있는 한국인중 영어가 가능하고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활

용하거나 한국에 유학을 다녀온 필리핀 현지인 중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인

력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원어민을 선호하지만 현실상 인건

비 문제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현지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한국에 취업이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

이 있더라도 한국으로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어렵다. 1차 시험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미 응시자의 경우 해당년도에 시험이

없어 다음 해에 시험을 봐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한국어 원어민 강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어 교

육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EPS-TOPIK의 경우 1시간 응시 시험에 듣기 30

분, 읽기 40분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어를 활용가능한 말하기 영

역이 부족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에 취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아 말하기 영역을 추

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필리핀의 한국어 강사는 세종학당 재단에서 파견한 강사와 사설기관에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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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금수준이 낮고 한국문화원에 파견된 강사는 최대 2년

까지 계약이 연장되지만 고용유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사설기관에서 한국어 강사는 인건비 수준이 낮아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한다. 이는

한국어 시험제도(EPS-TOPIK)의 년 1회 실시로 인해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시험일정에 따라 일시적인 수강생 수요가 발생하여 수익

성이 맞지 않다.

또한 한국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영역에 대한 개선이 되어 기술적인 부분

도 개선이 된다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확보와 사설기

관 등의 여건이 보장 될 수 있다고 본다.

 마. 필리핀 GS어학원 방문

 일시: 2019년 1월 22일

면담자: GS어학원 박○○실장, 김○○실장

1) 기업개요

-GS어학원

-사업내용: 유학, 토익, 비즈니스 어학과정

-위치:#5208 C.M.Recto Ave., Clark Freeport Zone, Clark Field,

Pampanga, Philippines

- 클락 자유구역(총 33,000ha)은 1991.11월까지 美공군기지였으나, 미군이 철

수하면서 필리핀내 대표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되었고 필리핀 정부는 동 지역을

CSEZ(Clark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고,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를 1993.4월에 설립하였다. 과거

美공군기지 였던 만큼 잘 정비된 도로(200km에 달하는 2~3차 간선도로 보유)와

국제공항 보유(DMIA, Diosdado Macapagal Int'l Airport),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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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내용

최근 어학연수과정은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연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겨울에 필

리핀으로 어학연수와 관광,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클라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어학연수 및 유학생만 약 3000여명이 이용 중

에 있다. 또한, 여의도의 120배로 레저, 쇼핑, 골프, 관광, 카지노, 워터파크 등 10

분 이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문화+휴식의 공간을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적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보다는 저렴한 골프비용과 호핑 투어 (수

빅, 바타안) 요트투어 등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어학원의 매니저는 기존에는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였으나 지금

은 어학원 업무와 레저 활동을 위한 토탈 매니지먼트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3) 시사점

필리핀 어학원은 기존의 유학, 어학원 내에서 학생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에

서 최근에는 어학원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연계하여 가족연수가 증가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숙박시설 운영, 주변 관광지역에 대해 여행사와 연계하는 등

토탈 매니지먼트의 역할로 변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안정성과 마닐

라-클락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앞으로 교육과 문화생활을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어학원 분야로 지역특성과 어학목적에

따라 새로운 직업분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특화모델 개발에 있어 토탈매니지

먼트(에이전트)의 직업분야 선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