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면세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들의 경우와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실질상 그리고 이미

한국의 경우처럼 법제가 별도의 면세 조치를 하

합의된 국제적 정합성에 의해서 ‘이자’로서 정부

지 않고는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현

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국가 조세가 금융기관과

실에서 양 국가들을 평면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조달자금에 대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세

가 특혜 부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임.

중립성의 회복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이슬람채

 결론적으로 현재 조세특례법 개정안 상의 이슬람

Ⅰ. 서 론

권 자금에 대한 특혜 부여라고 볼 수는 없음.

품(new innovative global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의 하나임.

 최근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
안이 이슬람채권에 대한 특혜 부여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음.1)

◦과거 IDB에서 발행한 수쿡은 대부분 비이슬람
투자자들에게 소화된 바 있음.
◦카타르(Qatar) 수쿡은 비이슬람 투자자들(52%)
과 이슬람 투자자들(48%) 간에 거의 균등하게

◦ 2009년 말에 제출된 이슬람채권 법안이 일부

소화된 바 있으며, 두바이(Dubai) 수쿡도 비이

종교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표류

슬람 투자자들과 이슬람 투자자들 간에 거의

하고 있음.

균등하게 소화된 바 있음.4)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 외화자금이 고갈된

 이슬람 금융이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한 곳은 서

글로벌 금융상품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슬

구의 금융시장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였음.2)

◦이러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금융
기관들에게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채권
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자금을 조달
하려면 이슬람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관련 법
령을 개정해 나가고 있음.
 세계 각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의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

해옴으로써 국내의 이슬람채권 문제는 한국이

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임.

국제금융시장에서 소외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각종 이슬람 금융 거래에서 이익으로 발생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3)

부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슬람 금융은 더 이상 오직 신앙심이 깊은 이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기초자산의 이전 및

슬람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 아니라 국

재이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

제적 정합성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이슬람 금

할 것인가

융상품 중 가장 발달된 이슬람채권 수쿡은 이미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상

(special purpose vehicle; SPV)로 기초자산을

1) 머니투데이, ｢이슬람채권 면세는 명백한 특혜, 반대한다｣ [인터뷰]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2011. 2. 18 및 매일경제, ｢과도한 면세혜택은 문제 반대/이혜훈 한
나라당 의원｣, 2011. 3. 5.
2) 실제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세계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도에 이슬람 금융이 발달한 말레이시아에서 약 20
억 달러의 외화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Thomson Reuters.
3) 동아일보, ｢‘이슬람 돈 창구‘ 말聯, 한국에 대출 거부｣, 2011. 3. 3 및 매일경제, ｢말聯 이슬람채권으로 빌려가라｣, 2011. 3. 4.
4) Grewal(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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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거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Ⅱ. 이슬람채권 도입을 위한 정부 법 개정(안) 내용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각국의 법체계에 따
라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Western

국가의

세제는

Financing)이거나

전통적
이슬람

1. 이슬람채권 수쿡
 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교의 율법, 즉 샤리아

금융

(Sharia)라고 불리는 이슬람 율법에 맞추어 행

금융

하여지는 금융을 의미

(Islamic Financing) 방식이거나 간에 개인 및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데 차별이 발

 이슬람 율법은 이슬람교도들의 생활 전반에 적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세의 중립성(Tax

용되는 원리로서 이슬람 율법에서 금융에 적용

Neutrality) 확보가 전제되어 설정되어 있음.

되는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이자에 대한
수수(授受)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Prohibition

 다른 나라들은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에 있어서

of Riba)과 그 밖에 도박을 금지하며(Prohibition

장애가 되는 요인을 직면하게 되면 순차적 방식

of

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Gharar)를 금지하는 것 등이 있음.5)

◦대표적으로 영국은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
치게 되는 주택금융부터 조세 중립성을 실현해
나간 바 있음.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 서구 금융 방식에 의
한 금융이나 이슬람 금융 방식에 의한 금융이
든 간에 조달 자금과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세
제도에 의해서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Maysir),

불확실한

거래(Prohibition

of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이 이자의 수수와 투
기적인 계약 등을 금지함에 따라 전통적인 서구
금융과는 그 운용방식을 달리하며, 이러한 이슬
람 율법에 부합되는 금융거래를 이슬람 금융이
라고 하며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된 채권을
수쿡(Sukuk)이라고 함.

는 조세의 중립성(Tax Neutrality) 원칙 아래

 수쿡은 이슬람채권(Islamic Bonds)으로 번역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하

고 있는 금융수단이지만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여 수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산

 정부에서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가 여부도 조세의 중립성의 기준
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본고에서는 이슬람 금융과 채권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조세 중립성의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
하는지 여부와 각국의 상이한 법제 하에서 어
떻게 조세 중립성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자 함.

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이 점이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는 전통
적 채권과 다름.
 따라서 수쿡은 채권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 풀에 대한 수익증권(Investment Certificate)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융상
품 중에서 유사한 상품을 찾아본다면 환매가 되
지 않는 폐쇄형 수익증권과 유사
 수쿡은 반드시 자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
는데 이 자산은 이슬람원리에 부합되는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야 함.

5) Iqbal and Khan(2005) 참조

이슬람채권법안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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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쿡은 채권의 존속기간 동안 채권 발행에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리스료,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신

자산을 사고파는 데 따르는 이익, 또는 자산을

설함.

기초로 한 조인트 벤처기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

◦이슬람채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하는 이윤 등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으로 지

따른 과세특례(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비과

급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지불되는 투자수익

세)에 포함시킴.9)

은 외형상 금리가 아님.
 수쿡은 기본적으로 자산에 기초한 증권(asset

1) 이자라 수쿡

based securities)으로6) 수쿡은 자산의 운용(매

 이자라 수쿡(Ijara Sukuk)은 증권 인수대금으로

각, 리스 등) 또는 자산을 기초로 하는 공동 사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

업운용을 통하여 기초가 되어 발생할 미래의 수

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임.

익을 기초 형태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자산유동

◦국내의 금융상품 중 운용리스와 매우 유사한

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ABS)와 유사한

이슬람 금융 계약의 형태로서 기초자산 매각,

측면을 가지고

있음.7)

기초자산 재리스, 기초자산 재매입(Sale, Lease

 그러나 수쿡은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소
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현금흐름에 대
한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채권이나 대
출채권을 유동화한 증권과 다른 점임.

Back and Resale)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료
를 유동화시켜(lease receivable securitization)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 법 개정안
◦원천징수 면제 부분: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
(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

2. 정부 법 개정안의 내용

처리

 이슬람채권 도입을 위한 정부의 법 개정안을 보
면 정부는 이슬람채권의 여러 형태8) 중

가장

대표적인 이자라 수쿡과 무라바하 수쿡에 대해
전통적 채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동
일한 발행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익을

◦양도세, 취･등록세 등 면제 부분: 이자수익
창출을 위한 기초자산의 매매･재매매 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면제, 자
산 매매･재매매･임대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6)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익증권의 경우와 다른 점은 수쿡의 경우는 투자 자산의 풀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 증권의 경우는 투자자산 풀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며 오직 수익권만을 가진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7) 수쿡이 ABS 와 다른 점은 ABS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 등을 비롯하여 실물자산과 연결되지 않은 ABS 등이 발행되지만 수쿡은 반드시
실물자산에 기초하여 발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ABS 에서는 기초자산을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 절연(bankruptcy remote)하기 위하여 SPV가 반드시 설립되
지만 수쿡에서는 SPV 가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의 절연보다는 대부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발행자(Issuer)의 지위로서 설립된
다. 아울러 구조화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 ABS 에서는 SPV 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이 상환되는 구조로 만들어지지만 수쿡에서는 이자에 해당
하는 부분은 자산에 대한 활용을 통하여 그리고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기초자산을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매입(repurchase undertaking)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일반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회수하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8) 이슬람채권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는 최두열 외(2008)를 참조할 것
9)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개정 2010. 1.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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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이자라 수쿡의 발행구조

Ⅲ. 이슬람채권법(안) 특혜 여부 분석
1. 이슬람채권 수익의 실체
 이슬람채권 특혜 여부 논란의 근저에는 기초자

자료: 기획재정부, ｢이슬람채권 지원방안｣ 보도자료, 2009. 9. 29.

2) 무라바하 수쿡

 무라바하 계약은 물건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물
건을 구입한 가격에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거
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 형태(a
sale on a mutually agreed profit)
 무라바하 수쿡(Murabaha sukuk)은 이러한 무라
바하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물품 판매 이익
을 유동화시켜(trade receivable securitization)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으로서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증권
 정부 법 개정안
◦원천징수 면제 부분: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
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하여 법인세 원천
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 처리
◦부가세 면제 부분: 내국법인, SPV가 기초자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
가치세 면제

산의 이전과 재이전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이슬
람채권 수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
적인 질문이 있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국의 세법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에 있어서 조세법
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함.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해석 및 적용의 최
대 원칙임.
 이는 크게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과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으로 구분됨(국세기
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그림 2> 무라바하 수쿡의 발행구조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
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
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
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전문 개정
자료: 기획재정부, ｢이슬람채권 지원방안｣ 보도자료, 200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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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
를 부과한다는 원칙임.
◦예컨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

2. 국제사회 UN 의 판단
 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UN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UN조세전문가위원회11)
2007년도 제3차 연차총회12) 회의 결과13) 및 2008
년도 제4차 연차총회14) 회의 결과15)가 있음.
◦제3차 총회부터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무
라바하 수쿡과 이자라 수쿡에 대해서는 명백하
게 대출(lona)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로 결론을 낸 바 있음.16)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임.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임.

 이자가 금지되어 있는 이슬람채권의 경우 이자

Murabaha(무라바하)
56. In countries following an economic approach to
profit taxation, the murabaha transaction may
be characterized as a loan. Payments made by
the

purchaser

characterized

of
as

the

commodity
loan

will

be

reimbursement,

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료나 매매차익을 통한

decomposed into two elements: principal and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록 외견상

interest. The latter will be taxable under article

나타난 형태는 이윤이나 임대료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에
해당됨.10)

11 of the Model.17)
Ijara(이자라)
57. Under an economic (and accounting) approach,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this transaction (where equivalent to a finance

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적인 형태는

lease) will be accounted for like a loan. The

비록 매매차익이나 임대료의 형태를 지니고 있

nominal owner (lessor) will be considered a

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자로서 다른 세
법상 이자에 해당되는 취급을 해야 할 것임.

lender,

the

lessee

will

be

considered

a

borrower, and the leased assets will be shown
on the books of the lessee as assets that the
lessee owns. Depreciation will accordingly be
allocated to the lessee, and payments under

10) 국내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Repo 거래가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이 일정한 기간 후에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경과
기간이 지난 후 소정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에 다시 매입하는 채권이며 이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이자로서 간주하며 일반 과세대상일 뿐이며 매매차익으로
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11) UN 조세전문가위원회는 그 기능이 국가 간 조세협력 문제를 다루고 UN 차원에서 제반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기구이다.
12)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Third session, Geneva, 29 October - 2
November 2007.
13) United Nations, E/C.18/2007/9
14)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4th session, Geneva, 20-24 October 2008.
15) United Nations, E/C.18/2008/CRP.5/Add.2
16) This may be the case, for example, of murabaha, istisna’a, certain forms of mudaraba and musharaka (i.e., profit-sharing deposits and diminishing
musharaka) and ijara (where assimilated to finance lease), as well as sukuk based on such instruments.
17) United Nations, E/C.18/2007/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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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e will be treated as interest and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자’로 인정되므로 국내법

repayment of principal, rather than as rental

상 이자로서 취급을 해야 할 것임.

payments.18)

◦제4차 총회에서는 전문가 회의에서 지정한 이

3.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

슬람 금융 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슬람채권은 이자를 발

간주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차기 버전의

생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무자의 기초자산

UN 모델 조약 제11조의 주석서에 넣기로 결정

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또는 SPV)에게 이전

하였음.

하고 채무의 상환이 종료되면 해당 기초자산의

◦즉 무라바하, 이자라의 원리에 의한 금융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금융수단에 기반하여 발행된 수
쿡의 경우에도 역시 이자로서 간주한다는 것임.

소유권을 다시 투자자(또는 SPV)로부터 채무자
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하게 됨.
 결과적으로 기초자산 소유권의 이전과 재이전

 이 결과는 UN 모델 조세조약(United Nations

따르는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이 이중으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로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무라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제11

바하 수쿡을 발행하는 경우 양도 차액에 대하여

조의 주석서(The Commentary of the United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함.

Nations Model Convention)에 신규로 제20.1
조부터 제20.4조로 삽입 반영될 예정이며, 같은
내용이

OECD

Commentary

모델
of

the

조세조약
OECD

주석서(The
Model)의

paragraphs 21.1과 22에 삽입될 예정임.19)
 우리나라는 타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할
때에 두 개 모델에 입각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의 소유
권에 대한 이전 거래는 소유권의 실질적 변동을
가져 오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자를 발생시키
기 위한 거래에 불과함.
 따라서 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임
이 분명하고 기초자산의 이전거래가 이자를 발생
시키기 위한 형식상의 거래에 불과하다면 역시

 국제사회에서 이미 이자로 인정되어 국제사회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모델 규범으로 사용될 규

는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에

범이며, 한국이 타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 조약

대하여 비과세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을 체결 및 기존 조약을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준거로서 사용할 규범이므로 국내에서도 국제
규범 체계에 부합되게 조세 체계를 운용하는 것
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무라바하 수쿡 및 이자라 수쿡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실질상 그리고 UN 등

 이 부분에 대해 이경근(2011)은 “수쿡을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이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그 과정
에서 복잡하게 형성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
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20)

18) United Nations, E/C.18/2007/9, p.9
19) UN 모델 조약과 OECD 모델 조약은 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조약 모델이다. 이 중 UN 모델 조약은 선진국의 직접투자
에 대한 후진국의 과세권 보호, 즉 원천지국의 과세권 확보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모델로서 후진국형 조세조약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OECD 모델은
자본수출국, 즉 다국적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입장을 좀 더 유리하게 반영하는 조약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축소하고 있으며 선진국형 모델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양쪽 모델을 다 사용하고 있다.
20) 이경근(2011)으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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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는 이슬람채권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

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원화표시채권이

방법이 다른 자금조달 방법에 비하여 도중에 발

나 고정금리채권으로 스왑하고자 할 때 스왑비

생하는 조세로 인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더 높아

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

지게 되므로 조달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여 세금을 면제하는 것임.

조세가 제도적으로 자금조달에 있어서 공평해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

한다는 조세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의

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소득세법

미함.

제154조), 따라서 이슬람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

 따라서 동등한 조건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면세
조치는 조세 중립성을 회복시키는 조치에 불과
 결론적으로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분은 소유권의 실

징수 면제도 특혜가 아님.22)

 이슬람채권에 대하여 외화표시채권 면세 부분에
대한 것이 특혜인가 여부는 이슬람채권이 과연
채권인가 여부에 달려 있음.

질적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 이자를

 만일 이슬람채권이 채권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발생시키기 위한 형식상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인정된다면 모든 외화표시채권에 면세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의 중립성 확보라는 차

있으므로 특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임.

원에서 비과세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혜라

◦이슬람채권에 대해서만 외화표시채권 면세부분

고 볼 수는 없음.

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조세의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이슬람채권에 대한 차별이 될

4. 외화표시채권 소득세 및 법인세 면세 부분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
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외
화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함.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
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21)
◦면제 이유는 국내 기업 등이 외화표시 변동금

것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질거래의 원칙에서 이
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이며 이미
UN 등의 국제사회에서 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
는 수익을 이자로서 합의하고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 중립성의 관점에
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이슬람채권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
해소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임.

리 채권을 발행하여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외

2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개정 2010. 1.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
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 12. 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개정 2010. 1. 1> [제목 개정 2010. 1. 1]
22)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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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영미법

5. 외국의 사례
 이슬람 금융과 이슬람채권을 자국 금융체계에 도
입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은 이슬람 금융상품이
도입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적
금융을 차별하는 현실적 장애요인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계통의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고자 할 때
에는 기존의 법체계에 비교적 용이하게 수용됨.24)
◦샤리아는

전례(legal

precedence)와

유추

(reasoning)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
법 체계와 유사25)
◦이슬람권 국가들은 대부분 샤리아를 가지고 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이슬람채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정책 수립의 기준은
조세의 중립성(Tax Neutrality) 확보였음.

서 기초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이슬람채권
을 발행할 때에 전통적인 서구의 채권발행 방식
보다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임.
◦영국 금융감독원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기본적
인 입장은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 어떠한 특
혜도 없으며, 또한 차별도 없는 동등한 법률적
“Providing Legal

Playing Field (no favor no discrimination) 조
세의 중립성을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음.

 이슬람 금융과 전통적 금융 간에 이러한 조세 중
립성의 대원칙에 따라 각종 세제를 정비한 국가
로서 말레이시아가 있으며,23) 유럽에서는 아일랜
드,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이 조세 중립성
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음.
 대체로 이슬람 금융은 영미법 체계(Common
Law System)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원활히
도입되고

있으나

대륙법

체계(Civil

커다란 충돌을 보이지 않음.
◦미국의 경우 아무런 법 개정작업 없이도 수쿡

 조세의 중립성이란 각종 세제를 정비함에 있어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거나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영미법과

Law

System)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음.
 기본적으로 이슬람 법체계(샤리아)와 영미법 체계

을 발행할 수 있었음.

 반면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도
입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충돌이 있게 되며 한
국도 그 예에 속함.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말레
이시아에 비하여 이슬람 금융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식민지 시절 대륙법 체계인 네
덜란드의 법체계를 계수하였음에 따라 법체계
의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예에
해당됨.

 이슬람채권을 조기에 어려움 없이 도입한 말레
이시아･홍콩･싱가포르･영국･미국 등의 국가들
은 대부분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로서 그 이유는
영미계의 유연한 법체계 때문임.
 영미법 체계의 신탁(trust)의 가장 큰 장점은 영
미법상은 소유권(또는 기타 권리)을 신탁의 설
정에 의하여 분리할 수 있는데, 명목상의 소유
권(legal

title,

legal

ownership)은

수탁자

(trustee)에게, 수익적 소유권(equitable title,
beneficial ownership)은 수익자(beneficiary)에
게 귀속함으로써 소유권을 명목상의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임.26)

23) Mar & Sau-Ngan(2007)
24) 이는 영미법이 영국에서 발전해 왔으나 노르만족의 영국 정복에 의하여 노르만 법체계가 도입되었으며 노르만 법체계는 또한 이슬람 법체계로부터 영향을 받
았기 때문임. Makdisi(1999) 참조
25) El-Gamal, Mahmoud A.(2006)
26) 임채웅(2009), pp.86-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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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영미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명목상의 소

아니함.

유자와 실질상의 소유자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대외적 공시를 위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소

이슬람채권 발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

유권을 나타내는 등기관계 서류에 수익적 소유

를 가지는데,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권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표기하는 데 그침.

부동산･건물 등과 같은 기초자산을 SPV로 이전
하고 다시 원래의 명목상 소유자에게 이전하게
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됨.
 이때 영미법 체계 내에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소
유권 중에서 명목상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수
익적 소유권만을 SPV로 이전함.
 명목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취･등
록세 등의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등기소 등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익적 소유
권이 이전되었다는 표시만 해둠으로써 명목상
의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있음.

 이처럼 명목상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수익적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 율법
학자들은 샤리아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
 신탁을 통하여 명목상의 소유권과 수익적 소유

 대외적으로 소유권의 명의는 수탁자로 되어 있

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슬람 법체계에 영미법상

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 또는 수익자

의 신탁(trust)과 대단히 유사한 제도로서 와크

(beneficiary)에 있도록 되어 있음.

프(Waqf, 종교재단)가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에

◦즉, 명목상의 소유자와 실질상의 소유자가 분리

샤리아 율법학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받아들

되는 것임.

여지고 있음.

◦명목상 소유자와 실질상 소유자의 분리는 한국

◦와크프도 영미법 체계상의 신탁과 마찬가지로

에 있어서는 관습법 및 판례상 발달한 명의신

신탁자･수탁자 및 수익자의 3자의 관계를 설정

탁제도와 유사함.

하고 있으며, 이슬람 법체계에서는 와크프라는

◦이때 수익자는 비록 명목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도가 이슬람교 태동 이전부터 존재하였음.27)

있지 않지만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권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신탁제도가 존재하기는 하

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수익적 소

지만 이러한 소유권(또는 기타 권리)의 분열을

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임.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슬람채권을 발
행할 때에 기초자산을 SPV에 양도하는 경우
SPV에 양도되는 것은 명목상의 소유권이 아니
라 수익적 소유권임.

인정하지 않음.
 대륙법계의 프랑스도 이슬람채권 발행에 있어서
한국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프랑스 법체계에서는 소유권에 있어서 명목상
소유권(legal

ownership)과

수익적

소유권

 이때 명목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소

(beneficial ownership)을 구분하지 아니함. 따

유자는 신탁 관계에 있어서 수탁인(trustee)의

라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한 기초자산이 명목상

지위에 서게 됨.

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함.

◦즉, 수익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위

◦프랑스에서도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기

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인의 지위에

초작업의 하나로 영미법상의 신탁(trust)에 해당

서게 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되는 피디시(Fiducie)라는 개념을 법체계에 도

27) 高岩伸任(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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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려 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도 UN 모델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무라바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이자로 간
주하고 있으며 무라바하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
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신탁제도를 받아들인 한국의 경우는 다
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신탁제
도가 존재하지만 소유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
고 있으며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영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에서는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을 SPV로 이전할 때 신탁을 이용하여 명목상의
소유권이 아닌 수익적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 있
기 때문에 명목상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을 회피해 발행할 수 있는 법
적 수단이 존재함.
 반면, 한국이 속해 있는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이슬람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명목상의 소유권

가능하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함.

 현재의 이슬람채권에 대한 특혜 논란은 크게 보
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때 기존 제도와의
충돌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제도를 기존의 제도의 어느 부분에 위치
시킬 것인가는 언제나 기존 제도에 대해 시련을
안겨 왔으며 새로운 제도를 현명하게 기존 제도
내에 용해시키는 것이 사회와 제도의 진화를 가
져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후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자산유동화 제도를 도입할 때에
도 민법상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한 부분과 저당권의 유동화 부분이 기존 제도
와 충돌한 바 있음.28)
 이후 기존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웠던 사모펀
드(PEF) 제도를 기존 법체계 내에 위치시킬 때
에도 많은 진통을 겪었음.

이 이전됨에 따라 취･등록세 등의 세금이 기초

 한국의 법체계는 제도적 진통을 성공적으로 해

자산의 SPV로의 이전 및 채권 원리금 상환 후

결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도입된 자산

이전된 기초자산 원래의 명목상 소유주에 대한

유동화 제도와 PEF 제도는 부실채권 처리와 기

재이전 과정에서 이중으로 부과됨.

업구조조정 벤처 분야 등 국민경제에 있어서 막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기초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재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해 내고자 하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는 이슬람채권을 도입하고자 할 때 대륙법계 국가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임.

 이슬람채권 중 무라바하 및 이자라의 경우 투자

◦즉, 소유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를 가

수익을 위하여 발생시키는 수익이 이자라는 점

지고 있음에 따라 부과되는 취･등록세 등의 세

은 이미 UN조세전문가회의에서 향후 UN 모델

금에 대해 헌법의 평등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

조세조약 및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 시 반

에 위배되는 이중 면세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

영될 내용임.

는 것이며, 오히려 침해된 평등을 회복시키기
위한 입법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임.
◦과연 평등이 침해되었는가 여부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이슬람채권 발행 비용이 높아져서 불

◦한국에서도 향후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체결 또
는 해석할 때 준거해야 할 국제 규범으로서 이
자로 취급하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것임.

28) 방근석･최두열(2000), pp.131-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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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현행 법제상 소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현명하게 기존

유권을 명목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으로 분리

의 제도에 수용할 수 있어야 사회와 제도의 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초자산 이전 및 재이

전을 이룰 수 있음.

전하는 데 따르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은 외환위기 발생 후 자산유동화법 그리고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조세의 중립성

그 이후 PEF 관련법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이

확보를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기타 외화채권에 대한 면세 부분은 일단 채권으
로 인정된다면 모든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면
세가 되고 있는 이상 특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면세임.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을 조세 중립성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일부
정치권 및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
혜는 존재하지 아니함.
 현행 세제 하에서 전통적 채권보다 고비용으로
인하여 이슬람채권이 발행될 수 없다면 이는 이
미 조세 중립성이 침해된 증거임.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슬람채권이
현 제도 하에서 발행될 수 없는 제도적 불평등
을 해소하고 조세 중립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
치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특혜 여부에 대한 논
란은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충돌로 볼

12

KERI Insight 11-05

있음.

 이슬람채권은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국지
적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미 이슬람권보다는 비
이슬람권에서 더 많이 투자하는 국제적 보편성
을 가진 글로벌 금융상품임.
 이러한 이슬람채권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제
도를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금융 체계에서
소외됨을 의미
 한국의 자본시장 관련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글로벌 금융상품인 이슬람
채권에 대해 발행 및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임.
 향후 조세 중립성의 관점에서 조세특례법 개정
안에 이슬람채권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부
분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현재 이슬람채권에 대
하여 침해되고 있는 조세 중립성의 회복이라는
점을 일부 종교계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납득시
켜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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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PV와 채무자 간에 무라바하 주계약(Murabaha

<별첨 1> 무라바하 수쿡 실제 발행 사례1)

Master Agreement)을 체결한다. 그 계약의 내용은
무라바하 수쿡의 발행 사례는 바레인 소재 Arcapita

SPV가 물건을 매입가격(X)에 매입하여 이윤(P)을 붙여

Bank(과거 First Islamic Investment Bank)가 2005년 10월

차입자에게 (X+P)에 매도할 것이며, 차입자는 이윤이

19일에 발행한 2억 달러의 5년 만기 무라바하 수쿡이 있

포함된 대금(X+P)을 X는 채권의 만기 시에 지불하겠

다(Haneef 2006). 이 무라바하 수쿡의 주간사(mandated

으며 P는 주기적(분기별, 반기별)으로 분할하여 지불

arranger)로서는

AG,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라바하 주계약에 따라

Standard Bank Plc, WestLB 등의 4개사가 담당하였다.

SPV는 투자자들에게 무라바하 수쿡을 발행하여 발행

이 수쿡은 당초 발행 금액이 2억 달러(당초 달러화 발행

대금(X)을 납입받는다.

Bayerische

HypoVereinsbank

부분이 1억5,500만 달러와 유로화 발행 부분이 4,600만

②, ③ SPV는 수쿡 발행대금(X)으로 상품 공급자로

유로로서 합계 2억 달러였으나 oversubscribe되어 약 2

부터 현물가격으로 물건을 X만큼 매입한다(이때 상품

억1,000만 달러에 소화되었다.

은 자금조달을 위한 매개체로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

이 수쿡은 기초자산으로 실물이 아니라 2억 달러의
실물(metal)을 살 수 있는 London Metal Exchange의
metal warrant를 사용하였던 점에 특색이 있다. 투자
자들은 중동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아시아 등에서도

떠한 상품이라도 샤리아 원칙상 상거래가 가능한 물건
이라고 하면 상관 없다).
④ 구입한 물건을 SPV는 채무자에게 (X+P)에 판매
한다.

Libor(3개

⑤, ⑥ 채무자는 SPV로부터 받은 물건을 X에 현물

월)+175bps로 Libor에 연동시켜 변동금리로 구조화하

시장에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즉, 채무자의 자금

였다.

조달 방법은 SPV로부터 받은 물건을 매도함으로써 자

투자하였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은

세계은행에서도 이 구조와 거의 동일한 구조의 수

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쿡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

⑦ 채무자는 물건 값을 SPV에게 상환하는데 원금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am 2007). 다음

에 해당되는 X는 수쿡 만기 시에 지불하고 이윤에 해

<그림>은 일반적인 무라바하 수쿡의 발행구조이다.

당되는 P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할부로 지급한다.

< 그림> 무라바하 수쿡의 발행구조

이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비록 이자를 금지하는 이
슬람채권이지만 무라바하 수쿡 발행구조에서 이윤에
해당되는 P를 고정시키고 P를 기간별로 나누어 지급
하도록 하면 고정금리채권 발행과 동일한 현금흐름을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지불되는 이윤 P에
대하여 당초 계약 시 Libor에 연동시키면 변동금리채
권(FRN, floating rate note)과 동일한 현금흐름을 복제
해 낼 수 있다.
이처럼 구조화 금융기법에 의하여 무라바하 수쿡은
이슬람 금융의 원리 하에서도 변동금리채권의 현금흐
름을 복제해 낼 수 있다는 것으로서 국내 투자자들이
서구 금융 채권에 대한 대체투자상품의 하나로서 반드
시 주목해야 할 금융상품이라고 하겠다.

자료: Haneef(2006)을 수정하여 작성

1) 최두열･오규택･박동규(2008)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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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이자라 수쿡 실제 발행 사례2)

② 자산을 이전받은 SPV는 자산을 담보로 원금(X)
에 해당되는 수쿡을 발행한다.

이자라 수쿡의 발행 사례로서는 2004년 10월 두바

③ 수쿡 발행대금(X)은 자산보유자에게 지급된다.

이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10억 달러 이자라 글로벌

④ SPV와 자산보유자 간에 자산보유자가 매도한

수쿡이 있다. 두바이 정부가 사용한 기초자산은 두바

자산을 자산보유자가 임차인(lessee)으로서 일정기간

이 항공국(Department of Civil Aviation)이 소유하는

동안(예 5년) 리스한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

두바이 국제공항의 대지와 부속 건물이다. 두바이 정

분은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는 SPV로서 Dubai Global Sukuk FZCO(이하

방법으로 성행하였던 Sale & Lease Back과 동일하다.

FZCO)를 수쿡 발행자로서 두바이공항 내의 관세자유
지역(Free Zone) 내에 설립하고 기초자산을 FZCO에

⑤ SPV는 정기적으로 정하여진 리스료를 당초의 자
산보유자(임차인, lessee)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취하며,

이전하였다. FZCO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투자자

⑥ 이렇게 SPV가 수취한 리스료는 이자라 수쿡 투

들에게 수쿡을 발행하고 수쿡 발행대금은 두바이 정

자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액면의 비율(pro rata)대로

부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입에 사용하였다. 당시 발행

지급된다.

된 수쿡은 Euroclear와 Clearstream에 예치를 하였으

⑦ 채권의 만기가 되면 SPV는 자산을 당초의 자산보

며 Luxembourg 주식시장과 Dubai 주식시장에 상장

유자(임차인, lessee)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X)으로

하였다.

다시 매도한다. 만일 이자라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수쿡의 기초자산(공항 대지와 부속건물)은 다시 두
바이 정부에 임대되었고 임대에 있어서 주계약(Master

정하여진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하였다면 지불하지 못한
모든 미지급 리스료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Lease Agreement)은 각각 6개월짜리 10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매각 자산을 다시 리스한 후 두바이 정부

< 그림> 이자라 수쿡의 발행구조

는 FZCO에게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였다. 이 리
스료는 Libor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변동
리스료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불되었는데 이 부분
은 전통적 채권의 coupon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두바이 정부는 당초 매각하
였던 기초자산을 다시 재매입(purchase undertaking)하
며 재매입을 위해 FZCO에 지불된 금액은 원금으로 투
자자들에게 상환하는 구조이다.
전형적인 수쿡 이자라의 발행구조를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Kettell(2006)을 수정하여 작성

① 우선 자산보유(채무자)는 SPV에게 자신이 보유
한 자산을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도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라바하 수쿡의 경우와

이 협의된 금액은 자산보유자(채무자)가 조달하고자

마찬가지로 이자라 수쿡의 경우도 고정금리채권이나

하는 금액, 즉 원금(X)이다.

FRN의 현금흐름을 모두 복제하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

2) 최두열･오규택･박동규(2008)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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