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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금융이론을 설명하고, 현실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융상
품이 이슬람금융에서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때, 은
행, 증권과 펀드, 보험,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서비스를 이슬람금융이 어떻
게 제공하는가를 각각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최근 이슬람금융의 전반
적인 추세를 은행, 증권과 펀드,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GCC 국가나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및 제도와 그 발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슬람금
융의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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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이슬람금융의 이론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 등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이슬람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향후 연구자들
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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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이슬람금융 활용 방
안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1) 이슬람
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의 현황 조사와 (3) 향후 우리나라 이슬
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슬람금융은 2011년 현재 전 세계 54개국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이면
서 최근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발전하는 금융서비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
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 및 이해 부족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설명 자료나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국내의 연구서나 도
서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 연구가들이 전반적인 이슬람경제를 설명하는 과정
에서 일부 이슬람금융을 다룬 소개서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논문 및 저서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 부문
의 전문가가 이슬람금융의 특성을 전통적인 금융과 비교하고, 전통적인 금융
상품들이 이슬람금융에서 어떻게 개정되어 활용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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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연구서나 소개서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활용 방안 등
을 이와 결합하여 소개한 연구서는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1년 2월 이슬람채권인 수쿡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안 혹은 이슬람채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현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슬람금융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고, 국민
상당수가 이슬람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종교계의
반대 및 종교지도자의 발언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회에서의 개
정안 상정 무산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이슬람금융의 종합적인 소개서 및 설명서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금융을 통한 금융거래 규모가 기하급수적
으로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이슬람지역의 자본을 활용하려면 이슬람금융기법을 이
용하여 여러 가지 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지역
금융기관이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
내기업이 중동지역이나 기타 이슬람지역의 건설이나 기타 사업에 진출할 경
우, 이슬람금융에서 제공되는 자본을 국내 자본을 결합하여 참여하면 보다 여
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이슬람금융의 연구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기타 이슬람국가로부터의 자금
차입이나 진출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첫째 이슬람금융의 이론과 원리, 상품
구조 등의 부문을 통하여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둘째 주요국
의 이슬람금융 현황에서는 각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발전과정, 현황 및 미
래 발전 전망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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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 이슬람금융의 활용 전략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
가능성과 도입 방향 및 국내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조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 활성화 과제 및 방안 등을 다
룬다.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이슬람금융의 정의 및 구조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금융의 정의와 기능을 설명하여 향후 이슬람 분석의
기초 지식으로 삼고자 한다. 금융은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 간의 자금
이동으로 항시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거래이고,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직접
금융시장과 예금과 대출로 구성되는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거래는 외부효과와 신용위험, 규모의 경제 효과, 시스템 위험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설립이나 신규서비스 제
공시 정부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독특한 산업이다. 이슬람금융 역시 이러
한 금융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에 일치하는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및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샤리아에 따라 자금의 차입 및 투자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금융
에서는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 혹은 채권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 다만 자금이 사용된 사업에서 발행하는 이윤을 배분하는 형태의
투자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금융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자금 공
급은 일반적인 대출형태가 아니고, 상호출자 혹은 이익손실 공유의 형태로 이
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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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슬람금융에서는 차입자금으로 구입한 실물자산의 사용료 형태로 자
금사용료, 즉 이자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자동차 대출은 차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이 자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에 대
한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슬람금융에서는 은행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자동차사용자에게 서비
스 사용비용을 부과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차대금이 완납되면 자동차사
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이다.
한편 대표적인 이슬람 채권인 수쿡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활용을 통한 배당금 혹은 리스료 형태로 지급하고, 원금은 실물자산
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매입하게 하거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
하므로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자산에서 얻는 수익금을 채권 보유자
에게 돌려주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원리와 비슷하다.1)
이슬람금융 구조는 크게 이슬람은행, 이슬람증권, 이슬람보험, 이슬람자본
시장, 이슬람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규모나 업무 면에서 이슬
람은행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이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인 가운데 예금과 대출에서 이자지급이 금지되는 구조에서 각종 이
슬람금융 서비스가 은행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슬람은행
은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을 의미하며 이슬람금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순수
이슬람은행과 일반상업은행으로서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겸용 이슬람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증권 중 주식은 이자보다는 자산 공동소유 개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1) 수쿡은 기초자산과 발행자, 수익자를 연결하는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
로 실물자산매매 방식인 무라바하(Murabahah), 리스 형식인 이자라(Ijarah), 출자 형식인 무샤라카
(Musharakah), 신탁금융인 무다라바(Mudharabah)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의 이슬
람증권을 참고.
2) 이러한 구분방법은 전통적인 금융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장 1절의 금융의
개요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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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이슬람주식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이슬람금융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나. 이슬람금융의 현황 및 발전 원인
이슬람금융은 2010년 현재 전 세계 54개국의 655개 은행이 다양한 형태
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이다.3) 아직까지는 이슬람금융이 전통적 금융에 비하
여 그 규모나 보급 분포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슬람금융이 최
근 들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슬람은행의 자산은 2010년 말 현재 8,948억 달러로 2000년대 들어 매
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슬람은행의 자산은
연간 10∼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이 기간 동안 1.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통적 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
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4)
최근 이슬람금융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이다. 유가상승에 힘입은 오일달러
의 증가로 역내 잉여자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존의 은행예금뿐만 아니라
수쿡과 같은 다양한 이슬람금융상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UAE나
바레인 등이 금융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한 것도 이 지역의 이슬
람금융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란은 단일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슬람금융을 보유하
고 있다. The Banker지의 추정에 따르면 이란의 은행은 2010년 말 현재 전
세계 이슬람 은행 자산의 36%를 차지하고, 세계 10대 이슬람 은행 중 7개를

3) The Banker(2011),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2010. London, UK.
4) The Banker지에 따르면 세계 1,000대 은행의 자산은 2006년 74조 2,320억 달러에서 2010년 101조
6,400억 달러로 연평균 8.5% 증가하였다.(The Banker, TOP 1000 World Bank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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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다.5) 따라서 이란의 이슬람 은행은 전 세계 이슬람 은행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란의 이슬람금융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
던 것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이 서구의 금융시스템을 배척하고 당시로
서는 독특한 이슬람금융만을 제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6)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역시 지난 2000년 이후 빠
르게 성장하였다.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의 자산은 2000년 이후 매년 19%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은행자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
시아는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채권인 수쿡의 전 세계 발행규모 중 80%를 차
지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 기간 중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통적인 금융이 이슬람금융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이슬람은행 부문에 빠르게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말레이
시아 정부 역시 이슬람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영국과 같은 비이슬람국가도 최근 들어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나 일본 역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하여 세제개편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금
융센터를 갖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비이슬람권 최초로 이슬람국채 발행
을 계획하는 등 선진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 활용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이슬람금융의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이슬람금융을 매개로 이슬람교
도를 영국사회에 포용한다는 방침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영국은 중
립적인 제도 구현과 감독 방침을 표명하고, 이슬람금융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
닌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금
융기관들은 과거 이슬람지역을 통치하였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5) The Banker(2011),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2010. London, UK.
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전망의 은행편과 제6장 이란의 이슬람금융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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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을 확대하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최근 전 세계 이슬람금융이 크게 발전한 원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의 이슬람금융
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먼저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중동국가의 저축
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전반적인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
데 이슬람금융 수요도 같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부 이슬람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이들 국가 내에서 금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슬람금융
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둘째, 이들 이슬람국가의 정부들이 이슬람금융 수요 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슬람국가의 정부들은 정부 인프라사업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등에서 이슬람금융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
여하려는 외국 기업들 역시 이슬람금융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제공
하게 되었다.
셋째,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서구와의 정치적인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신
들만의 독자적인 금융서비스 기법을 통하여 자금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는 이슬람금융의 발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공급 측면에서 이슬람국가의 각 금융기관들이 최근의 전자금융기법
의 발전으로 샤리아를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자산유동화기법이 손쉽게 사용되면서 이를 응용
한 각종 이슬람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슬람금융기관
들이 이를 광범위하게 상용화함에 따라 이슬람금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다섯째, 이슬람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슬
람금융기관 설립과 금융서비스 제공에 나섬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여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금융기관들은 기존 외국
금융회사와의 공조 및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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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활용 문제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슬람국가를 중심으로 그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국내에는 이슬람금융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국내 금융사들이 이슬람금융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2월 이슬
람금융 중 하나의 기법인 수쿡 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슬람금융이 단기간에 국내에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게 되었다. 즉 국내에
서 이슬람채권을 활용하려면 이슬람채권 발행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회계기
준을 설립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를 수립하여야 하나 이의 첫 관
문인 법 개정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7)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2011년 이슬람금융 도입 실패 관련 이슈를 살
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이슬
람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4편 10장으로 구성된다. 제Ⅰ편과 1장은 서론이고, II편은 2∼4
장으로 구성되어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의 정의와 구조 및 차이점 등을 분석
한다. 제Ⅲ편은 5∼8장으로 주요국의 이슬람금융 현황을 제시하며 마지막 제
VI편은 9장과 10장으로 구성되어 국내 이슬람금융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7) 이는 2011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이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9장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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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금융의 개요8)
가. 금융의 정의 및 기능
1) 금융의 정의 및 기능
금융(金融)은 우리말로 ‘돈’의 ‘융통’을 의미한다. ‘돈’은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융통은 자금에 여유
가 있는 경제주체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금융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흑자경제주체(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적자경제주체(자금수요자)로 자금을 이전시켜 희소한 자
원인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거래는 화폐의 존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화폐가 존재하지

8) 본 절의 내용은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충열ㆍ노형규의 폐금융론(2010) 및 이충열ㆍ김재필
ㆍ이영수의 디지털금융(2000)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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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물물교환경제에서도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금융거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단한 의미의 금융은 현대와 같이 복잡한 경제사회에서 보다 광범
위한 의미로 확대 해석된다. 금융은 자금의 직접적인 융통뿐만 아니라 이와 관
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칭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는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
제주체 간에 자금융통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이
들 금융기관은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 간의 직접적인 자금 융통뿐만 아
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각종 부수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금의 융통에 필요한 각종 정보생산활동 역시 금융에 포함된
다. 대출을 원하는 자금수요자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대출자금의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경제 전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전망 등의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
역시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기에 금융의 범주에 속한다. 때문
에 금융이란 자금의 이전을 비롯하여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생산 활동
과 위험의 인수, 데이터 통신 및 처리 등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합체를
포함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위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생산하고, 복잡하게 얽힌 위험을 인수하며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데
이터를 처리, 기록한다.

2) 금융의 기능
금융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의 융통 및 이와 연결된 각종 서비스
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크게 금융 중개기능과
금융 결제기능으로 구분된다.
금융 중개기능은 개인예금자 등과 같은 최종적인 자금공급자와 기업 등 최
종적인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양자 간의 이해 차이와 보유 정보의 격차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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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다. 이때 자금공급자 혹은 흑자경제주체는 자신이 보유하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소비 및 투자하려는 자산보다 많은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적자
경제주체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한 경제주체가 흑자경제주체가 되거나 적자경제주체가 되는 이유는 크
게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에게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이 소득을 소비하는 시점이 다르고, 소비하는 금액과 소득이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우연과 같다.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은 때에 따라 흑자경제주체가 되기도
하고, 적자경제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들은 여유 자금 및 필요자금
을 거래하면서 상호간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
중개기능이 된다.
한편 개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호차이 역시 금융 중개기능이 발생하
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경제주체들은 대체로 저축
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현재를 보다 중시하는 경제주체
들은 자금을 차입하여 미리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 중개기능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소득 규모가 서로 다르고 또한 소득 발생 시점 및 소
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점 및 규모가 차
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인 제도나 경제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 중개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용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다. 이는 금융을 통한 자금 거래에서 차입과 상환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미래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고, 현재의 투자금이 미
래에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9)

9) 금융 중개기능은 크게 광의의 금융 중개기능과 협의의 금융 중개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27

제2장 금융의 특징과 구조 │

금융 결제기능은 고객간의 자금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이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및 금융상품
을 거래한다. 이때 상품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는
대금 결제가 되고, 지불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바로 결제수단이 되며, 금융
기관이 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금융의 결제기능이 된다.
과거 금융기관은 개개의 거래마다 현금을 운송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였으
나 은행제도의 발전 이후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을 결제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자금 이체를 통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은행간(또는 은행 내)에서 온라
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게 된다.
금융은 또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규모와 거래 주체에 따라 도매금융과 소
매금융으로 구분된다. 도매금융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법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금융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기업이나 기관
투자가들과 하는 금융거래는 대체로 금액의 규모가 크고 거래방식이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이는 기본적인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해외증권 발행 대행,
M&A의 적극적 중재, 기업의 직접적인 인수, 정부ㆍ공공단체ㆍ민간기업이 발
행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설정 및 인수,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자 간의 연결 등을 포괄한다.
소매금융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금융 업무를 말한다. 이는 일반 은행의 일선지점에서 행해지는 소액 예금의
수취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당좌대월 및 개인대출, 신용카드 업무와 증권거
래 등과 같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본문의 설명은 협의의 금융 중개기능에 해당된다. 광의의 금융 중개기능은 본문에서 설명한 협의의 기
능과 함께 금융기관이 협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게 되는 금융의 여신기능과
변환기능을 포함한다. 이때 변환기능은 금융기관이 자금 규모를 소액에서 거액으로 혹은 거액에서 소액
으로 변환하고, 차입기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혹은 장기에서 단기로, 즉 자금의 규모와 기간을 변환시키
는 기능이다. 반면, 여신기능은 금융기관이 예금자를 대신하여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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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시장의 구조
1) 직접금융시장
금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흑자경제주체인 자금의 공급자와 적
자경제주체인 자금수요자, 금융수단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이 금융이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은 자금융통이 금융 중개기관을 경유하는가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때, 금융시장은 외국 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모두 포함한다.10)
직접금융은 [그림 2-1]과 같이 자금수요자가 직접 금융시장을 통하여 자신
이 발행한 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수단)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은 자금수요자의 미래소득이나 자산
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직접금융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은 [그림 2-2]와 같이 거래되는 금융상
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혹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된다.
화폐시장은 보통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
자금, 재정증권,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유로 달러 등이 거
래되며,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으
로 구성된다. 콜시장은 보통 금융기관들이 1일 혹은 초단기로 상호 자금을
차입하는 시장을 의미하고, 환매조건부채권시장(RP, Repo, 혹은 Repurchase
Agreement 시장)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정해진 가격에 환매매하기로 하
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Repo 거래는 단기자금의 조

10) 금융시장이란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때 금융시장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뿐
만 아니라 금융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인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산이 많은 갑과
기업을 경영하는 을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곳이 바로 금융
시장이 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금융행위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자금차입과 결제도 전자
적 수단을 활용하여 쉽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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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운용수단이나 증권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
이 존재하여야 이루어지는 구조이다.11),

12)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금융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장기자금의 조달과 관련 있는 증권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수단의 종류에 따라 크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
로 구분된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출자한 자금을 증명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주
식보유자는 법률상 회사의 주인으로서 각종 권리를 갖는다. 이때, 주식발행금
액은 기업의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고, 주주는 결산 시 이윤배당을 받는다. 주
식가격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주식보유자는
주가변동의 위험에 노출된다.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증
서이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발행 시 발행자가 지불해야 하는 상환금액(원금
과 이자)이 확정된다. 이때 채권발행금액은 발행주체의 타인자본으로 분류된
다. 한편 채권에 대하여는 만기상환 시 이자와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위험
이 주식에 비하여 크지 않으나 채권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지
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상품
(underlying financial asset)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우 초보적인 파생금융상품인 선도거래(forwards)와
선물거래(futures)는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지금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 각 경제주체는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가치를 지금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자는 가치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11) 이때 사용되는 증권은 주로 국채이기 때문에 RP시장은 채권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2) 이밖에 양도성예금증서시장(CD 시장) 및 기업어음시장이 있다. 기업어음시장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
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간편하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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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 그림 2-2.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

스왑

자료: 한국은행(2009),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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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은 거래되는 증권의 성격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
다. 발행시장은 자금수요자가 신규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발행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수단은 회사채, 국공채, 금융채 및 주
식 등이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증권들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국공
채, 회사채, 주식 등이 거래된다. 유통시장은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거래시장
이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직접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
통시장이 발전하면 기존 증권의 유동성이 개선되므로 발행시장이 활성화되어
전체 자본시장의 기능이 크게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간접금융시장
간접금융은 금융 중개기관의 중개기능을 통하여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들 간의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를 의미하고, 간접금융시장은 이러한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뜻한다. 간접금융기관은 자신이 발행한 증권
(예금)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대출)을 매
입함으로써 자금을 이전한다. 이때 자금공급자가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증권은
이차적 증권이 되고,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증권은 본원적 증권
이 된다.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와 상관없이 단지 금융기관과
거래하여 자금을 공급받고, 자금공급자도 자금수요자와 상관없이 단지 금융기
관과 거래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에 대한 채무의무를 부담하고,
자금수요자의 신용을 분석하여 자금을 대여한다. 때문에 간접금융시장은 금융
중개기관이 반드시 개입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간접금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다.13) 은행은 예금자로부

13) 금융 중개기관은 현금통화를 발행하거나 요구불예금을 받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화금융기관과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화금융기관에는 은행이 있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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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예금을 받고 이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때 예금자
는 은행이 발행한 예금 증서를 받고, 정해진 예금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는다.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을 대출 받는 자금수요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단지 은행
에 대한 신용을 근거로 예금을 한다. 또한 은행은 예금자에 대한 예금상환의
무를 부담한다.
한편 대출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은
행에 지급한다. 이때 대출자는 자신이 대출 받은 자금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예금인지 모르고 단지 은행과 계약한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3) 자산유동화 증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
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ㆍ무형의 유동성이 낮은 자
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가 특
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고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증권의 원리금 지급능
력은 주로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유동화자산의 재산적 가치,
신용보강 수준 및 거래참여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으로 결정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은 [그림 2-3]과 같이 자산보유자, 특수목적법인(혹
은 특수목적기구),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기초자산보유자는 자신의 기초자산을 모아 이를 특수목적법인에 양도
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을
일반투자가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

통화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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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
이때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
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Paper Company 형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그림 2-3. 자산유동화의 기본 구조 ❚

주: 1) 서류상으로 자산을 SPC에 매각하고 이 자산을 스스로 관리.
2) 자금 실선은 자산담보부증권(ABS) 발생 시 자금흐름을, 자금 점선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원리금이
회수되는 순서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2009),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
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는 발행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해 자금조달수단을 다
양화시키고,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며,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는 이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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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권 발행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위험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경우, 금
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발행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자산보유자가 우량자산을 기초로 신용도가 높은 ABS를 발행할 경우 조달비
용을 낮출 수 있다.
투자자 측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은 양호한 투자대상이 된다. 자산유동화증
권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와 신용보강을 거쳐 발생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
고, 수익률도 높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 발생하는 수
익으로 상환한다.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
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하기도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택저당채권일 경우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가 되며, 부채인 경우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가 된다. 한편, CDO 중 채권이 유동화자산인 경우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은행대출인 경우,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신용
카드 매출채권인 경우 CARDs(Certificate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자동차 할부대출인 경우 Auto loan ABS가 된다.

4)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
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구성하기 쉽게 하는 기능을 한다.
파생금융상품은 또한 위험선호자에게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미래의 일정시점에 해외 통화를 일정 가격의 국내통화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선물환 거래를 고려할 경우, 특정 위험선호자가 만약 미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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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환율이 크게 변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가격에 외
환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 선물환 거래는 미래의 일정시
점에서 통화를 인도하는 계약이므로 현재에는 많은 자금이 없어도 거래에 참
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위험선호자는 많은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물론 선물환가격이 위험선호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
로 움직인다면 위험선호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시장(거래소시
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
는 시장이다. 반면 장외시장은 시장참여자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
상품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기초금융자산의 결합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은 기초금융상품이 차지하는 중요
성에 따라 크게 통화관련상품, 금리관련상품, 주식관련상품 및 신용관련상품
등으로 구분되고, 거래방법에 따라 장내거래 및 장외거래로 구분된다.14)
통화관련상품은 기초금융자산이 통화인 상품이다. 대표적인 통화관련 파생
금융상품으로는 선물환(forward exchange), 통화선물(forward currency), 통
화옵션(forward

option), 통화스왑(forward swap)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기초적 상품인 선물환은 미래 어느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국환을 거래
하는 상품이다. 선물환을 사용하면 위험회피자는 고정된 환율로 미래에 외국
환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반면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선호자에게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2009) 참고.
15) 예를 들어, 국내의 수출업자 A가 지금 수출물량을 선적하고, 미래 일정시점에 수출대금을 미달러화로
인수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 국내 수출업자 A는 환위험에 완전히 노출된다. 즉
오늘 상품을 생산하여 선적하였으나 미화로 한 달 후 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수출업자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다면 환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즉 미래에 받을 미
화를 국내통화로 전환할 때 미리 결정한 환율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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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환율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현재의 환율과 선물환율 간의
차이를 사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관련상품은 기초금융자산이 채권이고, 채권보유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이다. 금리관련상품으로는 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 금리선물옵션(interest rate forward
option),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등이 있다.
가장 기초적인 상품인 선도금리계약은 미래 일정시점으로부터 자금만기일
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적용될 금리를 거래 당사자가 미리 확정하는 것이다.
선도금리계약은 변동금리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외화자금을 조
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래의 금리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주식관련상품은 주가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으로 주
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등이 있다. 가장 기초적 상품인 주가지수 선물은
상장주식 전체 또는 일부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미래
의 특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다.16)

2.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발전
가. 최근 정보기술 발전의 특징17)
1990년 후반에 시작된 정보기술의 발전은 크게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네트
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구성된다. 컴퓨터는 1946년 진공관 회로로 구성된

16) 예를 들어 어느 투자가가 7월 2일 60일 만기 주가지수 선물을 지수 800의 가격에 구입한 경우를 가
정하자. 만약 60일 후 주가지수가 810이 된다면 이 투자가는 60일(혹은 2개월간) 동안 주가지수로
10 혹은 1.25%(연율로는 7.5%)의 수익을 얻게 된다.
17) 본 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ㆍ박재윤의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 안정성(한국금융연구원,
2011년 11월)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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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AC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 전자적인 연산처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대
형컴퓨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컴퓨터 사용자는 중앙의 컴퓨터에 폐
쇄회로를 통하여 접근한 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
대 후반,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의 발전과 활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개인이 각자가 소유한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각
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연산능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반도체
칩의 성능은 18~24개월 단위로 2배씩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의미하듯이 196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컴퓨
터의 연산속도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컴퓨터의 기억 용량 역시 크게 확대되어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18),

19)

통신 및 인터넷의 발전은 위에서 설명한 컴퓨터의 발전에 새로운 측면을
더해주었다.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연구프로젝트로부터 탄생한 인터넷은 인
류 문명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의 특징은 크게 분산형 네트워크, 개방형 네트워크 및 패킷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그물처럼 얽혀 있는 수많은 호스트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타 지역에 있는 호스

18) 1965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인텔의 창시자인 고든 무어는 ‘반도체 칩의 정보 기억량은 18~24개월 단
위로 2배씩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당시 이 이론에 대한 의문이 많
았으나 실제로 반도체의 성능은 매우 빠르게 개선되었다.
19) 1971년 인텔사가 처음 도입한 4004칩은 2,250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였고, 1978년 최초의 16비트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였을 때 사용되었던 8,086프로세스는 2만 9,000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였
다. 이후 1993년의 펜티엄 프로세스는 31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였으며, 2000년의 펜티엄4 프
로세스는 4,2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였고, 2010년의 제온(Xeon)프로세스는 25억 개의 트랜지
스터를 포함하였다. 한편 데이터 저장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하였다.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
이브 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Seagate사가 1980년 5메가 용량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처음 개발하
여 판매한 이후, 그 용량이 계속 확대돼 1990년 초 1기가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등장하였고, 2010년
에는 1테라 단위의 하드디스크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드라이버의 용량만 개
선된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드라이버와 PC 간의 정보전달속도가 개선되었고, 하드디스크드라이버의
크기마저 줄어들었다.

38│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트 컴퓨터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는 중앙통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은 특정 하드웨어 설비나 응용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개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각 지역 네트워크는 다양한 종류의 호
스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전송장비로 통신사의 동선 혹은 광
섬유 회로, 케이블회사의 동축 케이블, 무선연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공중전화망의 음성이나 케이블망의 비디오와 같이 특정 응
용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은 오직 비트(bit)만을 전송할 뿐이고, 이
러한 원자료를 이용해서 그 위에 어떤 응용서비스를 구성하는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호스트 컴퓨터에 달려 있다.
인터넷은 패킷(packet)교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정
보를 교환할 수 있다. 즉 패킷교환 시스템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여러 토막이
나 꾸러미(packet)로 쪼갠 후,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도착지까지 전송한 다음
도착지에서 다시 합쳐져 최종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곳이
나 작동이 안 되는 곳을 우회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을 기반으로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0년도에는 100인당 6.4명에 불과하
였으나 2010년에는 29.7명으로 10년 사이 5배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정보기술발전과 금융
1)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기능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시장에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정보
취득비용(information gathering cost), 정보분석비용 및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시장의 중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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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먼저, 금융상품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각종
금융상품을 새로이 분해․결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손쉽
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숫자의 결합으
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손쉽게 결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과거 특정거래에만 사용되었던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이 손쉽게 만들어져서 거래되기 시작하였고, 자산담보부증권과
같은 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자금의 규모와 만기가
서로 다를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변환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분석하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용분석 능력을 확충하여
대출과 투자의 타당성 분석 능력을 개선하여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만기와 위험이 다양한 각종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험관리 능력을 개선하였다.
한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시장의 업종간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금융기
관들은 이들 업종 상품을 결합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 때문에 금융수요자들은 자신의 수요에 부합하는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 구
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종 금융
기관의 상품을 비교․분석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 역시 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이 원하는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은 금융상품의 구입 및 판매를 결정한 후 자신의 컴퓨터
를 통하여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각종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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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한편 금융의 지급결제기능 수행방식 역시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크게 변
화하기 시작하였다. 도매전자결제에서 우리나라의 한은공동망(Bok-wire)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공동망(Fed-wire), 유럽연합의 TARGET 및 TARGET
II 등과 같은 대규모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20) 또한 금융거래 건별로 즉
시 은행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 결제가 종료되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21)
개별 경제주체들간 자금결제를 수행하는 소매결제에서는 금융기관들은 전
자화폐, 인터넷뱅킹, 전자청구지불, 온라인증권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
품을 제공하게 되었고, 금융서비스 수요자들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이를 활용하
여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비자는 기존의 지폐와 동전을 대체하는 전자화폐를 오프라인에서 상품구
입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자청구 및 지불을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각종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인터넷으로

20) TARGET(Trans-European Automated Real - 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시스템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앙은행의 도매결제시스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을 연결한 범유럽
거액결제시스템이다. TARGET시스템에서 국제간의 자금결제는 대금 지급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
금을 지급하면 이 자금이 거래은행이 속해 있는 중앙은행의 도매결제시스템(RTGS)을 통하여 유럽중
앙은행에 있는 자금수취국의 중앙은행 당좌계정에 이체되고, 다시 이 자금이 자금수취자의 거래은행
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TARGET시스템의 이점은 크게 유동성 개선효과, 시스템 위험 축소효
과, 지급제도의 효율성 개선효과로 구분된다. 즉 TARGET시스템 도입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부담할
유동성 위험이 검소하게 되었고, 국제간의 지급결제가 각국 중앙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
급결제에 따른 각종 위험이 줄어들어 시스템 위험이 축소된다. 또한 각국 금융기관간 해외 혹은 국내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각국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에 통일화된 시스템이 사용됨에 따라 안정성
도 크게 개선되고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한편 유럽연합은 TARGET을 개선한 TARGET II 시스템을
2007년 11월에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TARGET하에서 각국이 갖고 있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 참가국가 및 은행 수를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다.
21)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자간 자금거래를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건수와 금액을 대폭 축
소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금 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자금을 결제하는 총액결제시스템에 비하여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 환위험이 크게 되는 문
제점이 있다. 최근 연산기술의 발달로 결제비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을 선호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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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나 보험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전자결제수단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공간적 효율성 및 시간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급결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금융
거래 상대자들이 반드시 직접 대면해야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거래상대자를 대면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에 금융거래자는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자는 자
신이 원하는 시간에 가상적인 공간에서 거래상대자들과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2)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효율성
위에서 설명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하여
금융산업에 보다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금융산업은 디지털기술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개선하
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구조를 구조 조정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변
화시켰다.
이렇게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타 산업과 달리 금융산업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다음과 같은 금융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금융산업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되어 거래될 수 있다. 금융의 중
요한 기능인 지급결제기능은 자금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디지털화
된 부호의 이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연산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기
술의 발달은 디지털화된 부호의 이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므로 지급결제기
능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한편 금융 중개기능 역시 결과적으로
자금의 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또한 금융 중개기능 수행 시 거래되는 금융상품 역시 디지털화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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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손쉽게 분해․결합되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시장에 등장할 수 있게 되
었고 이렇게 개발된 디지털화된 금융상품은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에서 벗어
나 손쉽게 거래될 수 있게 되었다. 금융버추얼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직접적인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구상 시간대가 다른 여러 지역의 금
융시장 참여자들이 실시각으로 서로 간 다양한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금융기관들의 정보 생산 및 분석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는 금융산업의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금융 중개기능
은 금융기관이 미래 자금상환 약속에 준하여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인수
하고,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
이다. 따라서 금융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 상환능력에 대한 위험
분석 능력은 효율성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디지털기술의 발
전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켜 금융기관의 위험분석능력
을 크게 향상시킨다. 즉 금융기관들은 금융수요자들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보
유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신용능력
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수많은 금융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자
산과 부채를 관리함에 따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여러 국가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국제금융시
장의 획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다양한 만기와 규모의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서로 연결하는 금
융 중개기능의 효율성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교환 능력에 크게 의
존하는데 금융의 디지털화로 정보교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자금공급자는
버추얼공간상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조건에 가장 합당한 자금수요자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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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고, 자금수요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조건에 가장 합당한 자금공급자
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러한 거래는 주로 국내 금융시장에
한정되었으나 상호간 정보교류 증가로 이는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넷째, 금융디지털화로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에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전자화폐, 전자청구 및 지불, 무선결제시스템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산유동화증권,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금융중개상품이 개발되었다. 특히 자산유동화증권이
나 파생금융상품 등은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새롭게 결합되는 상품으로서 디
지털기술이 활용되기 이전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상품들로 매우 급
격히 확대된 것들이다. 이에 따라 투자가나 금융기관들은 각종 위험을 분리하
거나 분산할 수 있고, 유동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동화증
권의 발전은 이슬람법규인 샤리아와 결합하여 이슬람금융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1990년대 이전에도 이루어져왔다. 1970년대 ATM이나
온라인은행계정의 도입 등도 모두 금융의 디지털화 초기에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 디지털화는 이들과 크게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1990년 이전의 금융디지털화는 금융기관 내에서 폐쇄화된 네트워크
금융기관 간의 정보이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으나, 최근의 디지털화는 개방
화된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이전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과거 금융서비스 수요자는 정해진 시간에 ATM이 있는 특수한 장소에서
은행의 메인컴퓨터와 ATM 간에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금융 업무를 수행하였
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서비스수요자는 개방된 네트워크상의 버추얼지점에 자
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금융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
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각
종 지급결제업무와 중개 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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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90년대 이전의 금융디지털화는 금융산업의 특수한 부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금융디지털화는 금융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
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전의 금융디지털화는 ATM이나 온
라인자금이체 등과 같이 특수한 일부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최
근의 금융디지털화는 예금, 대출, 증권투자, 보험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거
의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인터넷
을 이용하여 잔액조회, 계좌이체 및 기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주식 및
보험거래와 전자화폐의 충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최근의 금융디지털화는 단순한 금융업무 수행방식의 변화뿐만 아니
라 금융기관 업무수행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점포 위주
금융거래가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금융 거래로 대체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조와 조직을 새로이 재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및 증권사는 버추얼화를 진행하여 버추얼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확산
및 거래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넷째, 최근 정보화로 인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은 금융관련 각종 정보에 손
쉽게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
산업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때에
공급되어야 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별 경제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크게 늘려주었고, 또한 정보분석 능력 역시 크게 개선시켜주었
다. 단순히 컴퓨터에 접근하면 관련 기업이나 국가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 전문가들도 얻기 힘든 정보들이었다.
결국 이렇게 새롭게 발전한 정보기술이 금융에 도입되면서 금융의 국제화
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금융상품 및 시장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먼저 각국의 잉여자본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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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각국의 자본수요자 역시 보다 좋은 조건에 자본을 얻기 위하여
여러 국가의 자본 공급자를 찾아 움직이게 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자본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각국의 자본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금융거래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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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슬람금융의 정의, 구조 및 규제

1. 이슬람금융의 기본 원리
가. 이슬람금융의 개념 및 기본 원리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율법 혹은 샤리아(Shariah)에 맞추어 행해지는 금융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반금융을 ‘전통적 금융(conventional
finance)’라 할 때, 샤리아에 맞게 특수하게 고안된 형태의 금융은 ‘이슬람금
융’이 된다. 샤리아가 금융활동에 이자의 지급을 금하고, 대신 서비스 제공이
나 실물자산을 동반한 거래의 대가로서 수익을 창출․분배하는 구조를 허용
하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과 크게 차별화된다.
샤리아는 아랍어로 ‘사람의 길’을 의미하며 개인의 종교적 수행에 국한하
지 않고, 생활양식, 습관, 문화 등 이슬람교도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모든 측
면을 규율하고 있는 이슬람율법을 말한다. 샤리아는 이슬람교도의 삶에 관한
최상의 지침서로서 그 본질은 성전인 코란(Quran)과 순나(Sunnah)에 기초하
고 있다. 코란은 알라신의 말을 들은 예언자 마호메트가 이를 아랍어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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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서이고, 순나는 코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호메트의 언행에
근거한 이슬람교도의 생활규범을 의미한다.
한편 코란이나 순나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나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추론과 명망 높은 샤리아 학자들은 샤리아에 의거하여 적법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산아제한이나 장기이식, 신용카드 등과 같이 코란이나
순나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경우, 샤리아 학자들이 논
의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즉시 샤리아의 일부가 된다. 이 경우, 해
당 사안에 대한 종교적 결정은 파트와(Fatwa)가 되기 때문에 이 해당 파트와
는 일종의 판례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이슬람학자나 학파
혹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의
파트와가 다른 지역에서의 파트와와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게 된다.22)

나. 이슬람금융의 상품ㆍ거래 구조와 특징
샤리아는 정당한 상업적인 거래를 통한 이윤추구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
에 금융거래에서 당해 상품과 서비스가 ‘적격금융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샤리아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이자(Riba) 지급 금지의 원칙이다. 샤리아에 의거하여 이자의 지급은
엄격히 금지된다. 실물거래가 수반된 상업거래가 아니라 단지 금전을 대여하
고 이자를 받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금전이 스스로
증식된 것이기 때문에 기생행위 내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 금지원칙 때문에 이슬람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자 대신 다른 두 가지 대

2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금융상품들이 서로 다른 모델로 개발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슬람금융상
품의 표준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샤리아에 적법한 이슬람금융 상품
이 중동지역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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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거래기법을 활용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첫째, 실물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부판매 또는 리스거래구조와 같이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이는 율법상 허용된다. 둘째, 수익․손실(profit and
loss) 분담구조(partnership)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이는 자금조달자와 자금이
용자 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공동투자관계로 보고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로 나누어 갖는 금융거래이다. 때문에 이슬람금융에서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에게 이자 대신 실물 자산의 매매 또는 리스 계약에 따른 수수료
나 사업 투자를 통한 손익 분배 방식을 이용해 대가를 지불한다.
둘째, 불명확성(Gharar) 배제의 원칙, 즉 마이시르(Maisir) 혹은 도박 금지
원칙이다.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금융은 사전에 거래당사자 간에 모든 사항
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명확한 사항이 포함된 거래는 금
지된다. 이는 계약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지배적 거래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 현금흐름이 계약 당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발적인 사항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파생상품거래 내지 우발채무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헤지거래와 선물거래 등은 전자에 속해 원칙적
으로 금지되며, 보험의 경우 불확실성과 투기적 행위(마이시르, Maisir)에 해
당하여 후자의 범주에 속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소액의 보험료를 지급하
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 혹은 도박성이 있다
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덕․사회․종교적 판단에 부합하는 거래여야 한다. 샤리아에 따라
비록 실물거래가 수반된 상업거래라 하더라도 도박, 포르노, 주류, 돼지고기,
이자를 받는 금융 등의 업무는 하람(haram)이 되고 이에 관련된 기업에 자금
을 공급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23)

23) 하람은 아랍어로 부정한 상태 혹은 ‘금기(禁忌：터부)’를 의미하며 신성한 상태, 즉 하랄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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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익․손실의 공동분담(조합계약)의 원칙이다. 이슬람금융은 제공된
자금의 원본 상환이나 사전에 확정되는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금융거래의 기본구조가 원칙적으로 ‘공동투자(Partnership)’를 근
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과 고객은 상호 사업파
트너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을 조달한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본다.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사업
성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미리 계약에서 합의한 비율로 분배하며 이것은 정당
한공동작업으로 인정되어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거래가 된다.
다섯째, 자금 퇴장(退藏) 금지원칙이다.24) 샤리아에 따르면 보유한 자금은
모두 경제행위에 투입되어야 하며, 자금의 저장은 금지된다. 한편 이를 시행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선사업에 희사하도록 자카트
(Zakat)가 사용된다.25)
여섯째, 샤리아위원회의 승인 획득 원칙이다. 이슬람금융기관이 이슬람금융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샤리아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슬람학자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Sharia Committee, 혹은 Sharia Supervisory
Board)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샤리아위원회란 율법에의 적격성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슬람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들 기
관의 적격성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때 샤리아위원회는 각 국가의 최고 종교
심의기관이 될 수 있고,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에 부설된 위원회일 수
있다.

24) 이는 물건이나 화폐 따위를 쓰지 않고 묵혀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장롱 속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25) 만약 어느 경제주체가 샤리아에 적법한 금융상품인 무이자예금으로 자산을 보유할 경우, 이 경제주체
는 예금자산의 일정 비율(대체로 2.5% 내외)을 자카트의 형태로 자선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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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슬람금융의 주요 행태와 과제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이슬람금융 서비스는 금융서비스를 이
슬람율법인 샤리아에 적법하도록 일부 수정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26) 따
라서 현대적인 의미의 이슬람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서 20세기 후반에서야 등장한 것이다.
특히 최근 도입된 각종 금융기법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이슬람금융상품으
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슬람금융은 아직까지 전통
적인 금융상품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상품 개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슬람금융의 주요 행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금융행태인 은
행, 증권, 보험,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각종 금융상품을 샤리아에 적법하도록
고친 형태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이슬람금융의 형태는 역시 이슬람
은행, 이슬람증권 및 이슬람채권, 이슬람보험인 타카풀, 이슬람 단기금융시장과
이들 기관 및 시장에 제공하는 이슬람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세계금융시장에서 이슬람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이
슬람국가 혹은 이슬람신도들의 자산에 비하여 이슬람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
하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샤리
아에 적법하도록 고안하여 유통하는 것에 그치고, 전통적 금융에 없는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이슬람금융의 도입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수단과 이란은 원칙적으로 이슬람금융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은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27)

26) 20세기 이전에도 이슬람사회에서는 샤리아를 준수하는 금융활동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파트너십
에 근거한 금융행위는 당시에도 있었다.
27) 이슬람권 자금과 이슬람금융은 서로 다른 의미이다. 전자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혹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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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슬람은행
가. 이슬람 은행의 기본구조
1) 이슬람은행
이슬람은행의 주 업무는 전통적 금융과 같이 흑자경제주체인 예금자와 적
자경제주체인 자금수요자 사이에 자금을 중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은행
업무의 기본구조는 [그림 3-1]과 같다. 먼저, 예금자는 신뢰와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은행에 예금하고, 이슬람은행은 이를 대출과 직접투자 및 단기금융
시장 거래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때 이슬람은행은 이자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운영 수익에서 처음 약속된 이익 공유만큼의 지분을
배당하고, 신뢰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의 개념인 히바(hibah)28)를 제공한다.
한편 이슬람금융에서 은행의 역할 및 기능은 [표 3-1]과 같이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이용하여 3단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이슬람은행 업무
의 특성만을 살펴보기 위하여 은행과 투자자 1명만이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먼저, 투자활동 1단계에서 투자자 1명이 100만큼의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
이때 은행은 2단계에서 지불준비금과 같은 항목을 배제하고, 100% 투자를
실시하며, 직접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10%의 수익이 났
을 경우, 은행은 110만큼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예금자에게 약속했던 비율의
수익과 선물의 개념으로 10을 공유한다.

저축되는 자금을 의미하여 반드시 이슬람금융을 통하여 운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II편 주요국의 이슬람금융 현황을 참조하시오.
28) 히바는 아랍어로 신으로부터의 선물(gift from God)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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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이슬람 은행 활동 기본구조 ❚

기존의 은행 업무와는 다르게 이슬람은행은 금리에 따라 이익을 취하는 것
을 금하고 있다. 때문에 이슬람은행이 수익을 얻으려면 이슬람은행이 실제 무
역 또는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슬람 은행은
단기적으로 일반 기업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무역 행위를
맡거나 상품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은행이 무역업자에게 금융을 제
공할 경우 이익창출을 위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곡물 거래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면, 은행은 순수한 금융업자의 역할이 아닌 곡물거래의 정상
적인 파트너 관계인 것이다. 농부에게 자금을 공급할 경우 농부를 대신하여
비료를 사고,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케
팅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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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이슬람 은행 대차대조표 ❚
(1) 투자활동 1단계：예금

자산

부채

준비금 = 100

예금 =100

전체 =100

전체 =100

(2) 투자활동 2단계：투자

자산

부채

상품(금, 밀가루, 석유, 비료 등)과 영업 자본 = 100

예금 =100

전체 =100

전체 =100

(3) 투자활동 3단계：마무리

자산

부채

준비금 = 110

예금 =100
이익 = 10

전체 =110

전체 =110

결론적으로 이슬람금융의 은행은 자금수요자의 이익과 손실의 모든 부분에
서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표 3-1]의 대차대조표와 같이 은행은 모든 자금 운
용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되었던 금액은 모두 판매수
익으로부터 반환되며, 순익은 계약 시 동의한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어
있다. 이는 은행이 직접적으로 가격과 환율변동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판매수입이 융자의 총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
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자금수요자와 함께 위험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
므로 은행은 손실을 없애기 위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한다. 한편, 자금
차입자의 수익이 하락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즉시 은행의 손실과 연
결되므로 은행의 신뢰 역시 떨어지게 되고, 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은행 역시 자금수요자들과 동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따라서 이슬람은행은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운영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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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슬람 은행은 순수한 금융 중개기관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 활
동에 실제로 참여하여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대신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수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슬람은행은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
에 없다.

2) 이슬람은행 소액금융
소액금융은 정규 혹은 비정규 금융기관이 소액의 규모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소액금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 이슬람국가의 1인당 소득이 매우 낮으며, 이를 해결
하는 방법으로 전통국가 금융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절반 이
상에 해당하는 1억 2,900만 명이 1일 소득 2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이
거나 취약계층이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는 각각 1억 2,200만 명의 빈곤
층 및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
지리아, 이집트의 빈곤 인구는 세계 빈곤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약 5억
2,800만 명이며, 이들은 1일 소득 2달러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한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수준인 국가 빈곤선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이러한 빈곤 수준을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소액금융지원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빈곤 계층 및 저소득
인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소액금융지원은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층의 가구 소득과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자산 축
적 및 이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금융소외계층은 빈
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주요 원
인은 일반적인 소액금융지원이 빈곤에 대한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 문화적 신
념에 대해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슬람 국가의 빈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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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소액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 소액금융지원은 크게 전통적인 금융방식을 활용한 일반소
액금융과 이슬람 토착 모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소액금융 형태로 대표적인 소매금융은 그라민 모형(Grameen model)
과 빌리지 뱅크 모형(Village bank model)을 들 수 있는데, 그라민 모형이란
집단 내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을 활용하여 차입자의 채무지불능력의
신용 상태를 향상시키는 구조이다. 즉 그라민 모형에서는 예를 들어 특정인이
소액대출을 신청할 경우, 구성원 간의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5명으로 대출되
며, 이들은 집단기반의 소액대출과 연대책임을 진다. 또한 그라민 모형은 연
체 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를 위한 등급별 대담보를 운용한다.
빌리지 뱅크 모형은 30~50명으로 구성된 마을은행과 개별 구성원 및 외부
자금 지원을 하는 수행기관과 관련된 금융구조이다. 이때 개인 대출은 4개월
이상 주 단위 상환이 기본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마을 은행의 이자
및 수익은 4개월 후 수행기관에 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슬람 토착 모형은 다시 바이툴 말 와트 탐밀(BMT: Baitul Maal wat
Tamweel)과 카르드 하산 펀드(Qard Hasan Fund)의 형태로 구분된다.
BMT란 신용협동조합의 형태로 비영리성과 더불어 조합의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구성원 간 유대감에 의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및 예비의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한 카르드 하산 펀드는 빈곤자에게 주어지는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이러
한 자금은 제공하는 대출규모만큼의 예금만을 수취하는 소규모 독립은행처럼
운용되며, 예금자나 기관 모두 자금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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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슬람 은행의 주요상품
1) 이슬람은행의 주요상품
이슬람 은행의 기본적 금융상품은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이스티스나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이외에도 이들 다섯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무라바하는 은행이 고객 대신 상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그림 3-2]와 같이 작동한다.
무라바하 방식에서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금융
서비스 사용자, 즉 자금수요자는 상품구입을 결정하고, 은행에 대금지급을 청
구한다. 둘째, 은행은 해당 상품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셋째, 기업은 상품의
소유권을 은행에 이전한다. 그리고 이후 자금차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품대금 및 마진을 은행에 납부하고 마지막으로 상품의 소유권이 자금수요
자에게 이전된다.
즉,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금차입자가 은행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소
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라바하 방식은 일반 은행의 소비자
금융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그림 3-2. 무라바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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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림 3-3]과 같이 은행이 고객 대신 상품을 구입한 후 임대하여 사
용료를 받는 이자라 방식이다. 이자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은행은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사용자
에게 대여하고 해당기간 동안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때 물품의 소유권자는 은행이므로 대여를 하는 것이 요점인 상품이다.
이 상품 형태는 일반 은행의 리스 또는 주택대출과 유사하다.

❚ 그림 3-3. 이자라 방식 ❚

셋째, 은행이 자금공급자가 [그림 3-4]와 같이 예탁한 예금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익을 사전 비율로 배분하는 무다라바 방식이다. 무다라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자금공급자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
은 이를 기업에 투자한다. 기업은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수익을 은행에 제공
하고, 은행은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무다라바의 특징은 기업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을 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즉, 은행은 단지 브로
커 역할을 행하는 것으로, 이때 일반 은행의 역할은 벤처캐피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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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무다라바 방식 ❚

넷째, [그림 3-5]와 같이 은행과 공동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 운영 및 이익
을 배분하는 무샤라카 방식이다. 무샤라카 상품의 특징은 손실에 관해서는 투
자비율에 따라 분담하지만 이익은 사전 합의에 따라 분배된다는 것이다. 이것
은 합작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자에게는 경영권이 주어진다.

❚ 그림 3-5. 무샤라카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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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장기적 관점의 방법으로 인프라 개발자금 동원 등에 적합하며, 단
일 규모가 큰 형태이다. 무샤라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은행의 원금이 모
두 회수되어 출자금이 제로가 될 경우, 은행이 파트너에서 탈퇴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상품의 투자형태는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섯째, 이스티스나 방식으로 [그림 3-6]과 같이 상품이 생산되기 전 고객
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기업에 생산요청 및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된 후 고
객에게 자금 및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29)

❚ 그림 3-6. 이스티스나 방식 ❚

이스티스나는 2단계의 계약형태로 이루어진다. 개인과 은행의 거래는 1차
이스티스나 계약이 되고, 은행과 기업의 계약은 패러럴 이스티스나 계약 관계
가 된다. 상품․설비 등을 구입하는 구매자와 이슬람금융은 기일이나 가격과

29) 이스티스나는 계약 시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미래의 생산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
는 금융으로 무형적인 것을 계약하는 행위가 된다. 이슬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거래를 원칙
적으로 금하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즉 상품이 없
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일, 목록, 수량, 가격 등 상세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불도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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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조물품의 상세내용을 약정하고 계약을 실시하면, 은행은 제조업자에게
선불로 대금을 지급한다. 상품이 완성되면 은행은 상품구입자에게 인도하고,
구매자는 대금에 서비스 수수료를 합해 할부로 대금을 상환한다. 구매자와 은
행, 은행과 제조업자의 계약은 별개의 독립적 계약으로 구매자와 제조업자 간
권리의무관계가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은행이 제조과정, 제품관리 등의 세
부진행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은행과 구매자 사이에 관리, 점검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상에서 제시된 다섯 종류의 은행상품은 이슬람은행이 제공하는 기본 상
품이다. [표 3-2]는 이슬람금융상품이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어떻게 연결되는
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슬람은행은 이들 상품을 소폭 변화시키거나 이들 방
식을 적절히 결합하여 하이브리드된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전통
국가 은행상품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무다라바
방식은 기업의 자산구입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무역금융에서의 어음 인수
등에 활용되고, 이자라 방식은 자동차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무역금융
등에 활용된다.

❚ 표 3-2. 이슬람 은행의 기본적 상품 방식과 전통적 은행상품의 비교 ❚
이슬람은행 상품

전통적 은행 상품

무라바하

소비자금융

이자라

리스, 주택대출

무다라바

벤처캐피탈

무샤라카

투자은행

이스티스나

브리지론, 플랜트 파이낸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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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금융의 주요상품
이슬람 소액금융지원 형태를 바탕으로 소액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슬람 금융시스템에 의한 소액금융지원의 수단은 전통적 시스템과
차이를 보인다. 즉, 전통적 시스템은 이자를 기반으로 예금, 기부, 대출을 제
공하는 반면, 이슬람 금융 시스템은 자금 유통 수단, 자금 조달 수단, 위험
관리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3-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은행 상품과 일반 상품비교 ❚
이슬람 은행상품

형태
예금
대출(론)
무역금융
대출(론)
무역금융

일반 은행상품
당좌예금, 저축예금, 일반투자예금, 특별투자예금
무다라바
에셋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전자금 대출
인수 어음
에셋파이낸싱, 플랜트기계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 자동차대출
이자라
신용장, 은행보증
에셋파이낸싱, 교육대출, 개인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볼빙론, 신디
대출(론)
무라바하
케이트론, 자동차대출, 운전자금 대출
무역금융 수출 신용 리파이낸싱, 신용장
무샤라카
대출(론) 에셋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전자금 대출
이스티스나
대출(론) 브리지론, 플랜트기계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대출, 신디케이트 론
브리지론, 컴퓨터 파이낸싱, 교육대출, 설비파이낸싱, 주택대출, 개인대
BBA
대출(론) 출, 플랜트기계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볼빙론, 신디케이트론,
(무다라바의 일
여행대출, 자동차대출, 운전자금 대출
종; 할부방식)
무역금융 신용장
카드
신용카드
바이다인
무역금융 인수 어음, 수출 신용 리파이낸싱
대출(론) 교육대출, 개인대출, 리볼빙론
바이알이나
카드
신용카드
와디아
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자료: 누카야 히데키, 이슬람금융, p. 50.

이슬람 금융시스템의 자금 유통 수단은 자카트(zakat), 사다카(sadaqa),
아우카프(awqaf)와 같은 자선과 히바(hiba), 타바루(tabarru)와 같은 기부,
와디아(wadiyya), 카르드 하산(qard-hasan), 무다라바(mudaraba) 형태의 예
금, 전통적인 무샤라카(musharaka) 또는 현대적 증권 형태의 증권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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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또한 자금 조달 수단은 무다라바, 무샤라카의 손익 공유 형태, 무다라바의
판매 기반 형태, 이자라의 임대 기반 형태 및 공제 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 관리 수단은 보증개념의 알-가팔라(Al-Kafala)30)와 담보 개념인 아마나
(damanah)31) 기반을 두고 있다.

3. 이슬람 증권
가. 증권화의 기본 구조
금융증권화란 증권에 대한 금융 자산들의 통합, 상품화 및 변환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거래에 용이한 증권을 통
해 금융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산유동화와 같은 개념이다. 즉,
대출 및 다른 자산들의 증권화는 추가자금을 증대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서
이는 금융기관이 수익성 자금들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고 시장에서
이러한 자산들을 대신하여 증권이나 금융 청구권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증권화의 기본구조는 증권화에서 자산에 따른 수익을 증권보유자에
게 지급하며, 증권기관은 자산의 취득 및 확장에 따른 자금을 지급받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권화의 기본 과정은 [그림 3-7]과 같다.

30) 책임이란 뜻으로 보증이란 개념으로 사용됨. 법적으로는 부채의 상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말하며 부채
에 대한 제3자의 부수적인 상환 의무를 말한다.
31) 자금이나 부동산을 계약에 의해 신탁하는 것으로 신탁자의 의무 위반 이외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HSBC는 이슬람금융 부문 브랜드를 HSBC Amanah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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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증권화 기본과정 ❚

증권화의 기본과정은 먼저, ① 금융기관이 수익성 자금들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여 이를 SPC에 매각하고, ② SPC는 매입한 자산을 증권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절차를 거친다. ③ 이러한 절차를 통해 SPC
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④ SPC는 자산의 판매 자금을 다시 금융
기관에 지불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⑤ 독립된 금융기관이 신용 개설을 제공
하고, ⑥ 또 다른 독립된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며, ⑦ SPC는 일
정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들에게 자산으로부터 생성된 소득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SPC가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⑧ 외부의 신탁관리자
가 자산의 이전 및 소득 분배와 관련된 발행인의 모든 의무 수행을 보장 및
관리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등 결과적으로 여덟 가지 단계를 거쳐 증권화가
이루어진다.
증권화의 기본 과정에서 몇 가지 변형된 증권이 등장하는데, 이는 크게 자
동이체식 증권과 자산담보부채권, 원리금이체채권으로 구분된다. 자동이체식
증권(Pass-through security)은 포트폴리오 자산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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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 금융기관에는 채무 의무가 없고 또한 금융기관의
금융 상황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진다.
자산담보부채권(Asset-backed bond)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증권이다. 즉,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대출관련 자산을 SPC에 제공하고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
을 말하며, 이는 발행기관의 채무 의무에 의해 부채로 표기된다.
원리금이체채권(Pay-through bond)은 자동이체식 증권과 자산담보부채권
을 결합한 형태로서 자산담보부채권과 마찬가지로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
기관의 부채로 처리한다. 또한, 자동이체식 증권처럼 담보자산으로부터 발생
되는 현금흐름이 담보와 채권 사이에 연결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초과담보
로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 시 원리금 이체 빈도나 만기구조를 투자자의 요구
에 맞게 발행기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서도 유동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증권화
를 통한 유동성 충족의 과정에서 교리에 적합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
에 일반적 금융의 증권화 과정에 대한 이슬람의 문제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증권화의 기본자산은 대출과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슬람에서 허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자채권과 상반되는 증권은 금
융자산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권도 ‘하람(haram)’과 관련된 제조업 및 이
자 처리 기관의 소유여서는 안 된다. 또한, 증권화를 위한 자산의 구성은 물
적 자산과 금융 청구권이 대부분이거나 적어도 51%를 차지하여야 이슬람의
증권화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위반될 경우 시장가격이나 협상에
의해 자산이 판매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이슬람에서는 부채나 현금
이 할증 및 할인되어 거래될 수 없으며, 오직 등가로만 거래된다. 만약 자산
구성이 물적 자산과 부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러한 판매는 지배적
인 구성물(물적 자산)에 의해 통제될 것이기에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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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동이체식 증권의 구조는 이슬람 기준에 합당한 반면, 자산담보부
채권의 형태는 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슬람 기준에 부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신용개설은 증권화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개설
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이는 이자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자의 존재를 부정하
는 이슬람에서는 신용개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이슬람에서는 가팔라 메커니즘을 통한 신용보증을 제공하지만 가팔
라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개설자를 위한 이윤 분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도 유동성 충족을 위한 증권화가 필
요하다. 이에 증권화를 위한 이슬람의 대안방법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무라바
하 기반 증권화와 이자라 기반 증권화를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
한 증권화 과정은 [그림 3-8], [그림 3-9]와 같다.

❚ 그림 3-8. 무라바하 방식의 증권화 ❚

무라바하 방식의 증권화는 ① 증권화회사(Securitizing company)가 이용
가능한 물적 자산을 구성하고 이를 SPC에 무샤라카 또는 무다라바 형태로
매각한 후, ② SPC는 구입 자산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절차를 거친다. ③ 이러한 절차에 의해 SP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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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집하고, ④ 모집된 자금을 SPC는 기업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⑤ 증권
화회사는 후지불 방식으로 매각했던 물적 자산을 다시 재구입한 후, ⑥ 미래
에 SPC에 이에 대한 자금을 상환하며, ⑦ SPC는 기업으로부터 상환된 자금
에서 무다리브(mudarib) 분할 또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그림 3-9. 이자라 방식의 증권화 ❚

한편 이자라 방식의 증권화는 ① Securitizing company가 이용 가능한 물
적 자산을 구성하고 이를 SPC에 무샤라카 또는 무다라바 형태로 매각한 후,
② SPC는 구입 자산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절차를 거친다. ③ 이러한 절차에 의해 SP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
고, ④ 모집된 자금을 SPC는 기업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⑤ SPC는 일정기
간 후에 임차인들로부터 이자라 임대금액을 수취한 후 ⑥ 수취한 이자라 임
대금액에서 무다리브(mudarib) 분할 또는 wakala 수수료를 공제한 후 투자
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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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쿡32)
수쿡이란 유형 자산 및 유형 자산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 특정 프로젝
트 자산 또는 투자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
를 말한다. 수쿡은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
금을 상환하겠다는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채권과 개념상에 차
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쿡은 일반채권이 가지는 현금흐름과 유사
하게 설계되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과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지만 발행구조
측면에서 자산유동화채권(ABS)과 유사하다.
초기 이슬람채권은 통상적으로 자산유동화 유사거래(asset securitization
structures)가 대부분이었고, 채권(bond) 구조의 경우 상업거래가 전제되지 않
았기에 샤리아에 따라 발행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이슬람 금융기관의 국제 회계ㆍ감독 기관인 AAOIFI
(Accounting &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의 샤리아위원회에서 이슬람 채권의 유형으로서 bond 구조와 자산유동화구조
를 모두 인정하는 종교적 의견이 발표됨으로써 채권발행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이슬람 채권인 수쿡을 AAOIFI가 기초자산의 종류와 거래방
법 등에 따라 14가지로 분류33)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쿡은 [표 3-4]와 같
이 일반 금융권 분류체계인 차입금융(Debt Financing) 부문과 출자금융
(Equity Financing)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살펴볼 수 있다.

32) 김종원ㆍ宮崎哲也(2008), 이슬람 금융이 다가온다, 물푸레 참고.
33) 14가지의 수쿡으로는 기초 자산의 종류에 따라 Sukuk Al Salam, Sukuk Al Istisna, Sukuk Al
Murabaha, Sukuk Al Musharaka, Sukuk Al Mudaraba, Sukuk Al Wa kala, Sukuk Al Muzra,
Sukuk Al Musaqa, Sukuk Al Muqarasa, Sukuk Ijara Mowsufa Bithima, Sukuk Manfaa Ijara,
Sukuk Manfa Ijara Mowsufa Bithima, Sukuk Milkiyat Al Khadamat 등이 있다(최두열ㆍ오규택ㆍ박
동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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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수쿡의 종류 ❚
차입금융

출자금융

상품

특징

상품

특징

이자라
(Ijarah)

유형 자산 리스형태

무다라바
(Mudharabah)

합작회사형태
(자본가+사업가)

무라바하
(Murabahah)

실물자산 매매거래 형태
(Cost plus deferred payment sales)

이스티스나
(Istisna’a)

선 금융지원, 후 상품수령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유사)

무샤라카
(Musharakah)

파트너십 형태

먼저 차입 금융부문은 이자라 수쿡, 무라바하 수쿡, 이스티스나 수쿡으로
구성된다. 이자라 수쿡은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매한 후 재임대 방식을 취하는 구조이다. 수
쿡 발행에 사용되는 기초자산이 소유빌딩, 선박, 항공기, 공자부지 및 시설,
토지, 저유(貯油)시설 등으로 다양해 발행 기업들이 손쉽게 구조화 자산을 획
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자라 수쿡은 기초자산의 소유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없어 발행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자라 수쿡의 발행구조는 [그림 3-10]과 같다. 먼저 이자라 수쿡을 발행
하고자 하는 기업이 특수목적법인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특수목
적법인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이슬람 투자자에게 수쿡을 발행하게 되
고, 이를 통해 회수된 투자금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기업에 전달된다. 기
업은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사업 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특수목적법인에 기초자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다. 특수목적법인은 이 임대
료를 투자자에게 나누어주어 투자수익을 발생하게 한다. 수쿡 만기 시에는 특
수목적법인이 기초자산 소유권을 해당 기업에 넘기게 되고, 기업은 기초자산
소유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투자 받은 대금을 지급한다. 특수목적회사는 이 대
금으로 이슬람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슬람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회
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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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이자라 수쿡의 발행구조 ❚

이자라 수쿡은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담보로 설정되는 자산담보부 방식과
리스료 등 기초자산의 수익에 대해서만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는 자산근거부
방식으로 나뉜다.34) 일반적으로 이자라 수쿡은 자산담보부 방식으로 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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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슬람 수쿡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되고 있는 이
자라 수쿡의 대부분은 자산근거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수쿡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의 건전성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 자산이 샤리아에 적합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
무라바하 수쿡은 이슬람 은행이 주택이나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
고 이 사람을 대신해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뒤 매수자로부터 대금과 수
수료를 상환 받는 방식의 수쿡이다. 샤리아율법 준수에 엄격한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라바하 수쿡은 이자처럼 고정된 이익(이슬람은행이 취하는 수수
료)을 취하는 구조’라는 해석을 내리고 채권시장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샤리아학자들은 무라바하의 율법 준수 여부에 대해 문
제화하지 않고 있다.35) 때문에 무라바하 수쿡은 대체로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기트화로 발행된다.
무라바하 수쿡의 발행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3-11]과 같다. 자금을 조달하
려는 기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구매요청서 및 구매확약서
를 발급한다. 특수목적법인은 브로커B에게 상품구매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투
자자에게 수쿡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을 받아 브로커B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특수목적법인은 인수된 상품을 기업에 인도하고, 기업은 특수목적법
인으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브로커C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취한다. 수쿡 만기
시에는 해당기업이 구매요청서 및 구매확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을 특수목적법
인에 인도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이 자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게 된다.

34) 기초자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보다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가격과 이자가 결정되는
방식.
35) 자금조달 목적의 무라바하 수쿡을 발행하려는 기업이라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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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무라바하 수쿡의 발행구조 ❚

이스티스나 수쿡은 건설 회사들이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도로, 빌
딩, 공장 등의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흡사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투자자들이 건설 회사들에 자금을 전대하고 대신 전대
자금의 가치에 상응하는 프로젝트 일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건설 회사
들은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만기 시 금융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상환 받게 된다.
출자금융 부문은 무다라바 수쿡과 무샤라카 수쿡으로 나눌 수 있다. 무다
라바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식의 회사운영을 말하고, 자본가는 사업
착수 이전에 자본을 출자해야 하며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무다라바 수쿡의
출자자는 사업자금 전부를 조달하고 사업자는 출자 없이 경영에만 몰두하는
방식이다. 손익배분은 두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정한 비율만큼 이익을 분배
하는 반면, 손실은 전적으로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비대칭적인 손익구조를 갖
는 것이 특징이다. 무다라바 수쿡은 전통적인 금융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무다라바 수쿡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해당기업의 경영자와 특수목적법
인은 투자경영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특수목적법인이 수쿡을 발행하여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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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집하고, 이 투자금을 해당기업의 경영자에게 투자자금용으로 자금을 지
급한다. 해당기업의 경영자는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입금 일부를 특수목
적법인에 지급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이 수익금을 수쿡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이 종료되는 만기 시에는 해당기업이 투자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지급하
고, 수쿡 투자자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을 회수한다.

❚ 그림 3-12. 무다라바 수쿡의 구조 ❚

무샤라카 수쿡은 일종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개인 또는 법인 간 서로 자본
을 조달해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무다라바 수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로 자본이 부족한 사업자가 무샤라카 계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무샤라카 수쿡의 수익은 투자자본비율에 비례하는데, 예를 들면 자본금의
80%를 투자한 경우 전체 수익금의 80%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특징을 갖
는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 구조의 차이점은 [표 3-5]와 같다. 출자에 있어 무샤
라카는 공동출자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무다라바 출자는 자금이 전적으로 자

73

제3장 이슬람금융의 정의, 구조 및 규제 │

금공여자를 통해서 투자된다. 손실 부분에서 무샤라카는 사전에 합의한 비율
로 배분되지만, 무다라바는 모든 손실이 출자자에게 귀속된다는 특징을 갖는
다. 무샤라카 구조는 경영개입권이 있지만 무다라바는 경영에 개입할 수 없
다. 출자형식에 있어 무샤라카 구조는 현금 혹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
산도 무방한 반면, 무다라바는 오로지 현금만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 표 3-5. 무샤라카와 무다라바의 차이점 ❚
출자
손실
경영개입권
출자형식

무샤라카
공동출자
사전합의 비율로 배분
있음
현금 혹은 가격 책정할 수 있는 자산도 무방

무다라바
자금공여자 100%
출자자 귀속
없음
현금만 인정

4. 이슬람 단기금융시장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은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년 미만 단기에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주로 은행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전통적
인 금융의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만기 1년 미만의 채권이거
나 콜자금, 장기 채권을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RP 혹은 Repo)
로 거래하는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이다.
이슬람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수반하는 대출이나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
기 때문에 이슬람단기금융시장은 전통적인 단기금융시장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간 대출이 되는 콜론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다. 또
한 환매조건부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채권일 경우, 이 거래가 비록 샤
리아에 적법한 구조로 디자인되었다고 하지만 거래대상 금융상품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상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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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절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발달된 콜시장과 UAE에서 2011년 8
월에 시작된 Repo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콜시장은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하루 혹은 수일 동안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콜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 경우 차입과 상환이라
는 개념 및 이에 대한 수수료가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는 사
용되지 않고 있는 개념이나 말레이시아는 이를 무다라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36)
말레이시아의 경우 콜시장을 [그림 3-13]과 같이 무다라바 인터뱅크 시장
을 개설하고, 무다라바 은행간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때 이자에 해
당하는 수익배분은 자금 공급 은행과 중개은행 간 처음 협상을 통하여 결정
한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급한 은행이 70%, 중개역할인 중앙은행이 30%를
취하는 방식이다.

❚ 그림 3-13. 말레이시아 무다라바 인터뱅크 시장 투자 흐름 ❚

이때 콜시장에서 자금공급 시 발생하는 수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36) 말레이시아는 1994년 1월 3일 세계 최초로 이슬람단기금융시장을 개장하고, 1996년 2월 13일부터
무다라바 방식으로 은행간 콜시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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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원금 × 수익률 × 기간 × 수익배분비율


이때 수익률은 쿠알라룸프르 리보레이트(KLIBOR: Kuala Lumpur Interbank
Offered Rates)에서 벤치마킹하도록 되어 있다.37) 현재 말레이시아의 샤리아
위원회는 이 상품을 승인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란에서는 KLIBOR가 이자
율을 기본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슬람 환매조건부채권은 2002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
다.38) 이는 무라바하 방식으로 차입자가 금융자산을 제공하고 자금을 받는
동시에 미래 일정시점에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동시
에 체결하는 형태이다.
이슬람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r agreement: Repo 또는 RP)은 2011년
8월 아부다비 내셔널뱅크(NBAD: National Bank of Abu Dhabi)와 아부다
비 이슬람 은행(ADIB: Abu Dhabi Islamic Bank)이 GCC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적인 Repo 상품과 같은 방식을 무라바하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만들었
다. 이 Repo에 따르면 [그림 3-14]와 같이 먼저 중앙은행은 1단계에서 상업
은행에 CD를 제공하고 무라바하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한다. 제2단계에서 상
업은행은 중앙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수익에 중앙은행이 거래한 채권의 수익
일부를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상품 무라바하의 개념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따라 NBAD와 ADIB는 담보부 무라바하 협정(MCMA: Master
Collateralised Murabaha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37) 쿠알라룸프르 리보레이트(KLIBOR)는 말레이시아 은행 간 단기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38) 말레이시아는 이를 Sell and Buyback Agreement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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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UAE의 환매조건부채권 자금 흐름도 ❚

5. 이슬람 보험(타카풀)39)
가. 이슬람 보험의 기본구조
보험업은 이슬람 금융의 기본원리에서 금기시 여기는 가라르(불확실성), 마
이시르(도박 및 투기), 리바(금리)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이는 보험이 지
니는 기본적인 성격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39) 김종원ㆍ宮崎哲也.(2008), 이슬람 금융이 다가온다, 물푸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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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탈 경우 이는 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사고를 당한 불행한 사람을 상부상조하는 관점에서 돕는 것은 무슬림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카풀이라 불리는 이슬람 보험이 탄생하게 되었
다.40)
타카풀은 계약자펀드와 운영사 또는 주주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고, 계약자
와 운영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일반적으로 이윤을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타카풀은 이슬람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활동
에 대하여 항상 샤리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 받아야 한다.

❚ 그림 3-15. 타카풀의 기본 구성 요소 ❚

타카풀의 운영모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와카라(Wakalah)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다라바(Mudharabah) 및 두 가지 운영모델을
결합하는 혼합방식으로 나누어진다.

40) 여기에서 타카풀은 아랍어로 상부상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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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와카라 모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를 대표하여 활동할 것을 위
임하고, 미리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위 수수료 계약방식이다.
와카라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3-16]과 같다. 먼저 보험가입자, 즉
계약자가 보험료인 각출금을 출자하게 되면 타카풀회사는 대리인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자금을 계약자 리스크 펀드와 계약자 투자펀드로 나누어 사업을
운용한다. 계약자리스크 펀드는 보험금, 재보험, 준비금 형식으로 나뉘고, 여
기에서 발생된 언더라이팅 이익의 전부를 계약자에게 귀속되게 한다. 또한 계
약자 리스크 펀드와 계약자 투자 펀드의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 손익은 타카
풀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 그림 3-16. 와카라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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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라바 모델의 경우 한쪽은 업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자본을 제공
하는 계약형태로 양자가 공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미리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이익배분계약 방식이다.
무다라바 모델의 구조는 와카라 모델과 기본적인 방식은 유사하지만 손익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와카라의 경우 계약자는 운용 수익의 전액을 취득
하지만, 무다라바 모델에서는 계약자가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 그림 3-17. 무다라바 모델 ❚

한편 무다라바-와카라 혼합모델은 일부에 대해서는 와카라 방식을 적용하
고, 다른 부분에는 무다라바 방식을 적용하는 모델이다. 이는 대부분 영업은
수수료 계약방식이고, 투자운영에 대해서는 이익배분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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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타카풀은 일반보험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일반보험은
가입자가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소모성
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의 환급이 없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카풀의 경우 가입자가 사고나 재해를 입었
을 때, 가입자 자신에게 누적된 보험료를 기본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일정기간 내에 사고가 없으면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 이슬람보험의 주요상품
타카풀은 두 종류의 보험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
타카풀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 타카풀이다. 가족타카풀
은 장기투자와 재정 상호부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적은 일정기간의
정기저축, 이슬람법에 기초한 투자이익의 수령, 만기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사망급부금의 수령이다.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과 보험 산업이 제공하는 보험
정보에 따르면 가족 타카풀은 개인가족 타카풀, 집단가족 타카풀, 투자연계
타카풀, 자녀교육 타카풀, 의료 및 건강 타카풀 등이 있다.
이슬람 손해보험인 일반 타카풀은 단기 상호부조 구조이며, 통상적인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일반 타카풀은 계약자가 불입하는 각출금은 모두 기부금으
로 계약자 명의의 특별계좌에 입금되고, 계약자가 무사고로 계좌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다라바 계약방식에 기초하여 계약자와 타카풀회사가 계약
시 정해 놓은 비율로 분배한다. 일반 타카풀은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타
카풀, 자동차타카풀, 해상타카풀 등이 있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보험 산
업이 제공하는 보험정보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일반 타카풀 상품으로
는 하우스 타카풀, 자동차 타카풀, 개인사고 타카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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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슬람금융의 규제 및 표준화
가. 샤리아 관련 규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규제는 각 국가별 또한 샤리아위원회별로 차이를 보인
다. 그것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율법을 해석하는 데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이슬람 경전의 해석에 있어 성격이 다
른 법학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법학파는 지역적으로 크게 하나피 법학
파, 말리키 법학파, 샤페이 법학파, 한발리 법학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피 법학파는 아부 하니파41)(699~767)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법학파
로서,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취
해 다른 법학파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오늘날 하나피 법학파는 터키, 시
리아, 요르단, 중국, 중앙아시아 및 북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이로와
델타지역이 포함된 남부이집트에 퍼져 있다. 이 학파는 법 이론이 이라크의
쿠파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발전하였으므로 이라크 학파 또는
쿠파 학파라고도 알려져 있다.
말리키 법학파는 하디스 수집의 대가인 말리크 이븐 아나스(714~795)부터
시작되었으며, 코란, 하디스뿐 아니라 메디나 전통과 구전되어온 전승들을 근
거로 하여 법 이론을 발전시켰다. 메디나학파라고도 불리며, 이들은 법체계를
세우면서 하디스에 의존했으며 실제로 하나피 학파의 대항마로 생겨났다. 처
음부터 이들은 순나에 대한 개념을 무함마드의 하디스뿐 아니라 선조들이 전
해준 전승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 무함마드의
교우를 일컫는 사하바들의 모범적인 관행까지를 순나로 보았다. 이 학파는 오
늘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북부 이집트, 수단, 쿠

41)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성주의자로서 전승과 관행보다는 개인적 견해인 라이(ra'y)를
더 활용하여 법 판단을 하였으며 끼야스를 법원으로 처음으로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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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바레인 등에 퍼져 있다.
샤페이 법학파는 말리크의 제자였던 무함마드 이븐 이드리스 알 샤페이
(767~820)로부터 시작되었다. 샤페이는 전승을 중시하였던 말리키 학파와 이
성을 중시하였던 하나피 학파의 절충적 조화자로서 이슬람 법리학(uṣūl
al-fiqh)을 정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법 이론을 발전시켜 새로운 샤페이 법
학파를 형성하였다. 이 학파는 이슬람법학인 피끄(fiqh)의 기초를 닦았으며
오늘날 피끄가 수학, 의학, 철학 등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다른 이슬람 학문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끔 하였다. 이 학파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 및 동
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아프리카, 남부 이집트, 인도양 연안
등에 퍼져 있다.
한발리 법학파는 아흐마드 이븐 한발(780~855)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학파
는 법원(法源)은 코란과 하디스에만 의존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법학파를 형성했다. 따라서 이성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것을 배격하고 하디스
에 집착한 만큼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경직되고 관용성이 적은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발리 학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주로 퍼져 있으며 이
라크와 시리아에도 일부 존재한다.
법언이란 여러 샤리아 법학파들에서 나온 뛰어난 학자들의 말씀이고 이즈
티하드(ijtihad)42)와 파트와(Fatwa)43)에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은 이를
통해서 학자들이 이슬람법을 자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고 요약하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언들이 이슬람 규칙들과 오퍼들을 이슬람법
에서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법언은 다음
과 같다.

42) 무슬림 개인의 창조적 사상.
43) 종교적 유권해석에 의한 칙령. 어떤 사안이 이슬람법에 저촉되는지를 해석하는 권위 있는 이슬람 판
결이며, 샤리아(Sharia)에 기초하여 결정. 법적인 최종 판결이 아니나 이슬람 세계에서 법 이상의 권
위를 갖고 있는 칙령에 해당하므로 종교적 의무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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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동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판단한다(Al Umuru Bimakasidiha)
② 확실한 것은 의심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Al yaqin la yuzal Bi al-shaq)
③ 피해를 없애야 한다(Al Darar Yuzal)
④ 어려움은 쉬움을 부른다(Al mashaqqah Tajlib Al Taysir)
⑤ 관습은 판단의 기반이다(Al-Adah Muhakkamah)

나. 이슬람 금융규제의 특성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법령으로 선포되고, 중앙은행이나 독
자적인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원회에서 개별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한다. 또한 각 금융산업별로 다른 법
령을 제정하고, 해당 기관들은 이에 따라 준수의무 검토, 공시의무 등을 따르
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감독기구가 없을 경우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감사(audit)
등 금융기관 설립 및 영업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
해서는 시장으로의 진입 불가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시한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은행법을 가지고 은행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으
며, 증권이나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금융 감독기구 시
스템하에서 개별 금융기관들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기관들은 제정된 법 이외에도 종교적인 규제도 포
함하여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제의 폭이 훨씬 확대된다. 즉 경영자의
근본적인 운영이념까지도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샤리아위원회의 규제력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다.
샤리아위원회의 경우 CFA44) 레벨 및 IFI45) 레벨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
으며, 단계마다 다른 위원회가 적용된다. UAE의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8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쿠웨이트를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CFA 레벨에 대하여 샤리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 UAE에서는 두바이에는 CFA 단계의 샤리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아부다비에는 CFA 단계의 샤리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IFI
레벨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샤리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IFI 단계에
서 발행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CFA의 인정을 받아야 상품
으로서 인정을 받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CFA의 샤리아 검토 대상이 되지 않
는다.
파트와(Fatwa)는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실행되고 있다. 샤리아
의 기초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기구인 AAOIFI에 기초하여 하
거나, 이슬람 아카데미에서 그 기초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유일하게 중앙은행인 뱅크 네가라와 증권위원회가 샤리아의 기초가 된다.
샤리아 준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대부분 IFI 레벨의 샤리아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일하게 검토를 받지 않고 있는 국가이다.
규제에 대하여 샤리아위원회 이외에도 이슬람 은행법도 존재한다. 앞서
UAE의 경우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각각 샤리아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차이
점을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두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은행법이 적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은행법 이외에도 타카풀법, 증권위원회를 통하여 법적으로
이슬람은행에 대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는 이슬람 은행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금융에 대한 규제, 표준 및 업무제한은 이슬람 금융기관에 대한 운
용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기초하고, 샤리아에
대한 해석이 지역이나 분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의
상품들은 지역이나 분파마다 다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샤리아 해석의 차이

44) Central Facilitating Agent.
45)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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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슬람금융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같은 이슬람국가라
할지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샤리아에 적법한 금융상품이 중동지역에서는 적법
하지 않다고 판명되어 이슬람금융상품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이슬람금융의 확대에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슬람금융의 미래 형태는 중앙은행 같은 공식 규제기관과 보안위
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AAOIFI, IFSB 같은 이슬람금융기관들에 달려
있다. 이들 규제기관이 이슬람금융의 표준을 제안하고 설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 이슬람금융의 국제기구와 표준화
1) 개요
이슬람금융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슬람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
(AAOIFI: Accounting &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이슬람 은행 및 금융기관 일반 자문위원회(CIBAFI: General
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등이 있고, 이들이
제정한 규정은 샤리아 표준들, 기업지배구조와 건전성 규정, 지역별 샤리아
기준 등이 있다.

2)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는 이슬람금융기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 및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이슬람금융 거래의 원칙이 되는 샤리아의 표준을 정의하
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이다.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는 199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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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에서 이슬람금융기관들이 모여 기관의 설립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91년 3월 27일 바레인에서 정식 설립되었다.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금융기관 관련 회계와 감사 방법들을 개발하며, 둘째, 이슬람금융기관
관련 회계와 감사 방법을 교육, 세미나 및 신문 출판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확
대시키고, 셋째, 이슬람금융기관들을 위해 회계와 감사 표준들을 준비하고 반
포하고 설명하며, 넷째, 이슬람금융기관들을 위해 회계와 감사 표준들을 개정
하고 검토하는 것 등이다.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에는 2010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총
54개 은행이 등록되어 있으며, 바레인이 가장 많은 규모로 13개 은행이 등록
되어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GCC 국가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다.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가 제정한 회계표준(FAS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과 샤리아표준(SSs: Sharia's Standards)46))은 바레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요르단, 레바논, 카타르, 수단, 시리아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
리공화국 등에서는 AAOIFI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슬람금융 가이드라인을 적
용하고 있다.
AAOIFI의 회원은 [표 3-6]과 같이 창립회원, 제휴회원, 감독규제기관을
대표하는 회원, 옵서버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개국에서 200개 기
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46) 이슬람법을 의미하는 샤리아의 영문표기에 대해 대부분의 이슬람금융기관들은 Shariah로 표기하고
있으나, AAOIFI에서는 Sharia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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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AAOIFI 등록 은행 ❚
국가

은행

알제리(1)

Banque Al-Baraka d'Algerie

아제르바이잔(1)

Kauthar Bank

바레인(13)

ABC Islamic Bank(E.C.), Al Baraka Islamic Bank B.S.C.(E.C.), Al
Salam Bank(Bahrain), Arcapita Bank B.S.C.
Bahrain Islamic Bank B.S.C., First Investment Bank
Global Banking Corporation B.S.C. (c), Investors Bank B.S.C., Khaleeji
Commercial Bank BSC, Liquidity Management Centre B.S.C., Seera
Investment Bank, Shamil Bank, Unicorn Investment Bank

방글라데시(1)

Islami Bank Bangladesh Limited

이집트(2)

Egyptian Saudi Finance Bank, Faisal Islamic Bank of Egypt

인도네시아(1)

Bank Muamalat Indonesia

이란(2)

Bank Melli Iran, Bank Saderat Iran

요르단(2)

Islamic International Arab Bank, Jordan Islamic Bank for Finance and
Investment

쿠웨이트(3)

A'ayan Leasing and Investment Co., Gulf Investment House, Kuwait
Finance House

레바논(2)

Al Baraka Bank Lebanon S.A.L., Arab Finance House

말레이시아(3)

Bank Islam Malaysia Berhad, Bank Muamalat, Hong Leong Islamic
Bank

파키스탄(2)

Crescent Standard Investment Bank, Meezan Bank

팔레스타인(1)

Arab Islamic Bank

카타르(1)

Qatar International Islamic Bank

러시아(1)

Badr-Forte Bank

사우디아라비아(2)

Al Rajhi Bank, Bank Aljazira

남아프리카공화국(1) Al Baraka Bank(South Africa)
수단(7)

Al Baraka Bank(Sudan), Al Shamal Islamic Bank, Animal Resources
Bank, Bank of Khartoum, Faisal Islamic Bank – Sudan, Financial
Investment Bank(FIBA), Omdurman National Bank

터키(2)

Albaraka Turk Participation Bank, Kuwait Turk Participation Bank

UAE(4)

Abu Dhabi Islamic Bank, Dubai Islamic Bank, Emirates Islamic Bank,
Sharjah Islamic Bank

영국(1)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 PLC

예멘(1)

Saba Islamic Bank

자료: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http://www.aaoifi.com/aaoifi/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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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Board)는
규제와 감독기관들을 위해 표준을 설계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슬람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는 2002년 11월 3일 이슬람국가들의 중앙은행, 통화기관, 감
독기관들이 연합하여 이슬람금융의 효율적인 감독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IFSB에는 2011년 현재 189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정
회원 27개 기관, 준회원 26개 기관, 옵저버 136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우리투자증권이 옵저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참여 국가들과 이슬람금융기관이 샤리아에 적
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슬람금융의 표준 제정 및 적용을 하는 것이다.

❚ 표 3-7. IFSB의 12개 이슬람 금융 표준 ❚
분류

내용

IFSB-1

Risk Management

IFSB-2

Capital Adequacy

IFSB-3

Corporate Governance

IFSB-4

Transparency and Market Discipline

IFSB-5

Supervisory Review Process

GN-1

Recognition of Ratings on Shariah-Compliant Financial Institutions

TN-1

Development of Islamic Money Markets

IFSB-6

Governance fo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FSB-7

Special Issues in Capital Adequacy

IFSB-8

Guiding Principles on Governance for Islamic Insurance(Takaful) Operations

IFSB-9

Conduct of Business for Institutions Offering Islamic Financial Services

IFSB-10

Guiding Principles on Shariah Governance System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Board, www.if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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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IFSB 등록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
국가

은행

중앙은행
(45개 기관)

Central Bank of Bahrain, Bangladesh Bank, Autoriti Monetari Brunei
Darussalam, People‘s Bank of China, Banque Centrale De Djibouti,
Central Bank of Egypt, HongKong Monetary Authority, Bank Indonesia,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ecurities and Exchange
Organization of Iran, Central Bank of Jordan, National Bank of
Kazakhstan, Central Bank of Kuwait, Banquedu Liban, Banque Centrale
du Luxembourg, Bank Negara Malaysia, Bursa Malaysia Berhad,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Malaysi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ecurities Commission of Malaysia, Capital Market Development
Authority, Maldives Monetary Authority, Bank of Mauritiu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Mauritius, Central Bank of Nigeria, State Bank
of Pakistan, Palestine Monetary Authority, Bangko Sentral ng Pilipinas,
Qatar Central Bank, Qatar Financial Centre Regulatory Authority, Qatar
Financial Markets Authority,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entral Bank of Sudan, Khartoum Stock
Exchange of Sudan, The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of Sudan,
Central Bank of Syria,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 of
Turkey, Capital Markets Board of Turkey,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urkey, Central Bank of the United Arab Emirates,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Emirates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Insurance Authority of Dubai, Bank of Zambia, ABC Islamic Bank
(E.C.), Al Baraka Islamic Bank B.S.C. (E.C.), Arcapita Bank B.S.C.,
Bahrain Islamic Bank B.S.C., Khaleeji Commercial Bank BSC, Kuwait
Finance House Bahrain, Unicorn Investment Bank, Venture Capital Bank
B.S.C.

국제금융기구
(8개 기관)

Asian Development Bank,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nternational
Islamic Liquidity Management Corpor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lamic Corp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Islamic
Corporation for the Insurance of Investment and Export Credit, Islamic
Development Bank, The World Bank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www.ifsb.org.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
회는 이슬람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해 새로운 표준을 작성하고 또는 원래 있던
국제 표준들을 샤리아에 맞추게 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천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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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한다. 둘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슬람금융상품들을 제공하는 기
관들의 규제와 감독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과 리스크
확인, 측정, 처리 및 공시, 국제 표준 평가를 산입,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등의 이슬람금융서비스 산업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셋째, 이슬람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현재 국제통화 금융제도의 안정과 건전성을 위한 표준을
설계하면서 관련 기구들과 같이 협력한다. 넷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슬람금융 개발 계획을 조직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
행한다. 다섯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슬람금융 서비스산업이 발달되
고 있는 회원국 간 협력을 장려한다. 여섯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슬
람금융 서비스산업과 관련시장들에서 효과적인 규제 부문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슬람금융 서비스산업과 관
련하여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간하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IFSB에는 2011년 현재 말레이시아가 11개 은행이 등록되어 있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바레인의 8개 은행이 등록되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IFSB는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12개 이슬람금융 표준을 제정하였고, 타
카풀 지급능력에 대한 표준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12개 이슬람금융 표준 기
준은 [표 3-7]과 같다.

4) 기타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
이슬람 은행 및 금융 기관 협의회(CIBAFI: General 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는 [표 3-9]와 같이 85개 은행으로 구성되
어 개별 은행 간의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슬람금융시장(IIFM: International Islam Financial Market)
과 국제이슬람평가기관(IIRA: International Islamic Rating Agency)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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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CIBAFI 등록 은행(총 44개) ❚
국가
은행
Al Salam Bank, Banque Al-Baraka d'Algerie
알제리(2)
아제르바이잔(1) Kauthar Bank
ABC Islamic Bank (E.C.), Al Amin Bank, Al Baraka Islamic Bank B.S.C. (E.C.),
Al Salam Bank (Bahrain)
Arcapita Bank B.S.C., Bahrain Islamic Bank B.S.C., Citi Islamic Investment
바레인(10)
Bank (E.C.), Gulf Finance House, Khaleeji Commercial Bank BSC,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
방글라데시(1)
Islami Bank Bangladesh Limited
베닌(1)
Benin Islamic Bank
보스니아(1)
Bosna Bank International
이집트(2)
Egyptian Saudi Finance Bank, Faisal Islamic Bank of Egypt
인도네시아(1)
Bank Muamalat Indonesia, Bank Syariah Mandiri
이란(3)
Bank Keshavarzi, Bank Melli Iran, Bank Saderat Iran
Kurdistan International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Dijlah & Furat
이라크(2)
Bank Development & Investment
요르단(2)
Islamic International Arab Bank, Jordan Islamic Bank for Finance and Investment
A'Ayan Leasing & Investment co., Al-Madar Financing and Investment co, Al
Madina Company, Al Imtiaz Investment, Al Ritaj Investment Co, Aref Investment
쿠웨이트(10)
Group, Boubyan Bank, First Investment , Gulf Investment House,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 (IIG)
레바논(2)
Al Baraka Bank Lebanon S.A.L., Lebanese Islamic Bank
말레이시아(3)
Bank Islam Malaysia Berhad, Bank Muamalat, RHB Islamic Bank
팔레스타인(1)
Arab Islamic Bank
마우리타니아(1) Banque Al Wava Mauritanienne Islamique
Al Safa Islamic Banking, Islamic Takaful Insurance, Doha Islamic, First Finance
카타르(7)
Company (Q.S.C), Masraf Al Rayan, Qatar International Islamic Bank, Qatar
Islamic Bank
Al Tawfeek Co. for investment Funds, Bank Albilad, Bank Aljazira, Islamic
사우디아라비아 Development Bank, Managerial & Financial Training Center, National Commercial
Bank, Rusd Investment Bank, Shariyah Review Bureau, The Islamic Corporation
(10)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The Islamic Corporation for the Insurance
of Investment and Export Credit
남아프리카공화국(1) OASIS Group Holdings
Agricultural Bank of Sudan, Al Baraka Bank (Sudan), Al Salam Bank, Al Shamal
Islamic Bank, Al Tadamon Islamic Bank, Animal Resources Bank, El-Nilein
수단(10)
Industrial Development Bank Group, Export Development Bank – Sudan, Faisal
Islamic Bank – Sudan, Farmers' Commercial Bank
트리니다드토바고(1) CLICO Investment Bank Limited
튀니지아(2)
Beit Ettamwill Saoudi Tounsi (BEST-Bank), Best Reinsurance Co
터키(1)
Al Baraka Turkish Finance House
Abu Dhabi Islamic Bank, Amlak Finance, Dubai Islamic Bank, Dubai Islamic
UAE(6)
Insurance & Reinsurance Company (AMAN), HSBC Amanah, Sharjah Islamic
Bank
Al Itihad International Islamic Bank Group, Saba Islamic Bank, Shamil Bank
예멘(4)
of Yemen and Bahrain, Tadhamon International Islamic Bank
자료: General 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ttp://www.cibafi.org/EngCorporat/OrgnAndMember.aspx?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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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슬람금융시장(IIFM)은 2001년 11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단,
바레인, 이슬람개발은행(IDB: Islam Development Bank)의 상호협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이슬람금융기관들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이슬람금융상
품 개발과 이슬람금융상품 구조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이슬람금융시
장(IIFM)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와 제휴하여 이슬람금융 상품의 매매에 대한 계약서류 및 거래 관행의 표준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국제스왑딜러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와 샤리아에 적합한 파생상품 공동 개
발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에는 이를 발표하여 이슬람금융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이슬람평가기관(IIRA)은 이슬람금융기관 및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샤
리아의 준수 여부와 이슬람 의무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평
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 출신의 이슬람 학자 19명으로 구
성된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국가 출신의 학자들을 모은
이유는 각 지역별로 이슬람 법학자의 해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 결과
다른 국가 출신들, 즉 다른 해석기준이 협의를 통하여 중재역할 및 그 대상
범위의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이슬람평가기관(IIRA)은 2006
년 이후 샤리아 등급, 국가 등급, 신용 등급, 기업 관리 등급 등 네 종류의
평가등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평가 등급은 이슬람금융상품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개별국가의 샤리아위원회와 이슬람금융
[표 3-10]은 각 지역 내 샤리아위원회에 등록되어 규제를 받는 이슬람은행
을 의미하고, [표 3-11]은 각국의 샤리아위원회별 규제력이 미치는 영향과 준
수 여부 검토기관을 제시한다. 또한 [표 3-12]는 주요 국가별로 이슬람은행법
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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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기타 지역 내 샤리아위원회 등록 은행 ❚
국가
알제리(1)
아제르바이잔(1)

바레인(18)

방글라데시(5)
브루나이(1)
인도네시아(1)
이란(7)

이라크(3)
쿠웨이트(1)
레바논(1)

말레이시아(11)

은행
Banque Al-Baraka d'Algerie
Kauthar Bank
Al Amin Bank, Al Salam Bank(Bahrain), Capinnova Investment Bank,
Capivest B.S.C., Citi Islamic Investment Bank (E.C.), Elaf Bank, First Energy
Bank B.S.C., First Investment Bank, Global Banking Corporation B.S.C. (c),
Gulf Finance House,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Khaleeji Commercial
Bank BSC, Kuwait Finance House Bahrain, Liquidity Management Centre
B.S.C., Seera Investment Bank, Shamil Bank, Unicorn Investment Bank,
Venture Capital Bank B.S.C.
Al-Arafah Islami Bank Limited, Export Import Bank of Bangladesh Limited,
First Security Islami Bank Limited, ICB Islamic Bank Limited, Social Islami
Bank Limited
Bank Islam Brunei Darussalam
Bank Mega Syariah
Bank Keshavarzi, Bank Melli Iran, Bank of Industry and Mine (Bank Sanat
Va Madan), Bank Saderat Iran, Bank Sepah, 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Pasargad Bank
Cihan Bank for Islamic Investment & Finance P.S.C., Dijlah and Furat Bank
for Dev. and Inv., Kurdistan International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Kuwait International Bank
Arab Finance House
Affin Islamic Bank Berhad,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Alliance Islamic Bank Berhad, AmIslamic Bank Berhad,
Asian Finance Bank, CIMB Islamic Bank Berhad, EONCAP Islamic Bank
Berhad, HSBC Amanah Malaysia Berhad, Kuwait Finance House Malaysia
Berhad, Maybank Islamic Berhad, Standard Chartered Saadiq Berhad

Bank Islami Pakistan Limited, Dawood Islamic Bank Ltd, Dubai Islamic
Bank Pakistan, Emirates Global Islamic Bank Limited
카타르(2)
First Finance Company (Q.S.C), Masraf Al Rayan
사우디아라비아(2) Alinma Bank, Bank Albilad
Al Salam Bank (Sudan), Al Shamal Islamic Bank, Animal Resources Bank,
수단(8)
Export Development Bank - Sudan, Financial Investment Bank (FIBA),
Omdurman National Bank, Sudanese French Bank, Sudanese Islamic Bank
스위스(1)
Faisal Private Bank
시리아(2)
Cham Bank, Syria International Islamic Bank
UAE(2)
Ajman Bank, Dubai Bank
영국(2)
Bank of London and The Middle East plc, Gatehouse Bank plc
예멘(2)
Saba Islamic Bank, Shamil Bank of Yemen and Bahrain

파키스탄(4)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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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위원회별 규제력이 미치는 범위에서의 영향 ❚

국가

중앙 금융 당국

샤리아 자문 위원회 국가차원의
파트와
CFA1
IFI2
(fatwa)
레벨
레벨

샤리아
기초

IFI 발행
샤리아
상품의
준수
CFA 인정
검토
여부

말레
이시아

뱅크 네가라
말레이시아(BNM),
증권위원회(SC)

샤리아
위원회

board
committee

있음

BNM,
SC

○

IFI
샤리아
위원회

바레인

바레인 중앙은행(CBB)

CBB
샤리아
위원회

샤리아
위원회

없음
(CBB
자체적)

AAOIFI

X

IFI
샤리아
위원회

두바이 금융 서비스
두 기관(DFSA),
바
두바이 국제 금융
이
센터(DIFC)

-

샤리아
위원회

없음

X

IFI
국내외
샤리아
위원회

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부
중앙은행,
다
아부다비
투자 기관
비

고등
샤리아
기관
(HSA)

샤리아
위원회

없음
(HSA 가
문제에
대해서 관여)

AAOFI

X

IFI
국내외
샤리아
위원회

-

샤리아
감독위원회

없음

이슬람 피크
아카데미(제다)

X

없음

-

샤리아
위원회

없음

AAOIFI,
이슬람 피크
아카데미

X

IFI
국내
감사
위원회

아우카프
(Awqaf)
장관
최고회의

샤리아
위원회

X

IFI
국내외
샤리아
위원회

U
A
E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아라비아 자본시장청

쿠웨이트 쿠웨이트 중앙은행

카타르

카타르 중앙은행

없음

AAOIFI

AAOIFI

자료: Kabir Hassan and Michael Mahlknecht(2011).

이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에 관련된 각국의 규제관련 기관과
규제 방식이 차이를 보인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샤리아위원회의
위치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국가 차원의 파트와의 존재 역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샤리아의 형태가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이 이슬람금융의 표준
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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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국가별 이슬람 은행법 ❚
국가

이슬람 은행법

말레이시아

(a) 이슬람 은행법 1983
(b) 타카풀 법 1984
(c) 증권위원회 결의안 SAC 2007

바레인

(a) 이슬람 은행의 자문 정보 및 규제
(b) 이슬람 은행 규제

UAE

두바이

(a) DIFC 법 13조 2004
(b) 이슬람 금융 사업과 이슬람 금융 사업 모듈, DFSA 규정서, ISF/1권/250/09-04

아부다비 (a) 이슬람은행, 금융 기관 및 투자회사에 관한 연방법 6조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a) 제30조(2003) 특별 추가
(b) 이슬람 은행 부분 챕터3 쿠웨이트 중앙은행 제32조(1968)

카타르

(a) 카타르 금융 센터(QFC)
(b) 이슬람 금융 규정서

자료: Kabir Hassan, Michael Mahlknecht(2011), Islamic Capital Markets: Products and Strategies.(March)

7.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의 비교
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이슬람 금융시장과 전통금융시장 간의 비교는 제2장에서 설명한 간접금융
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의 구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47) 먼저 은행을 이용한 간
접금융시장의 경우 전통금융시장과 이슬람 금융시장의 차이점은 [그림 3-18]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간접금융시장은 이자를 기반으로 예금과 대출을 통하여 자금이전이 이

47) 이는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업무방식이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설명하면 이슬람금융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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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은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다라바,
이자라,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스티스나 등 기본적 다섯 가지 상품 구성 방
법에 자금을 운용하고, 이의 결과를 수익금 배분의 원칙에 따라 자금공급자에
게 지급한다. 따라서 이 둘은 매우 커다란 차이를 갖게 된다.

❚ 그림 3-18.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의 간접금융시장 비교 ❚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전통 금융시장 중 단기금융시장의 콜(call loan)은 이
슬람 인터뱅크 시장의 콜시장으로, 환매부조건매매시장은 이슬람 Repo로 대
체되며,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과 같은 것은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과 같
은 상품으로 대체가능하다.
자본시장에서 이슬람 주식시장은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하다. 즉,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익에 따라 이윤배당을 받음으로
샤리아에 적법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기업이 샤리아에 적법한 산업의 제품
을 생산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슬람 주식시장에 편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류 생산기업의 주식은 이슬람 주식시장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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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는 주류의 생산 및 판매, 소비가 샤리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의 수취를 전제로 발행되므로 이슬람 금융에서
는 포함될 수 없다. 다만, 수쿡과 같은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허용될 뿐이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현물환은 각국 통화간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슬람
외환시장이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그림 3-19.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의 직접금융시장 비교 ❚

마지막으로 전통금융은 파생금융상품 부문에서 이슬람금융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아직까지 이슬람금융은 초기 발전 단계에 있고, 계속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단계로 아직까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슬람금융이 실물을 기초한 금융상품거래만이 허용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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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이나 도박과 같은 거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파생금융상
품의 거래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일부 허용되는 것은 상품선물로 이는 미래 상품거래를 전제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로 통화선물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옵션이나 스왑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품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 국제이슬람금융시장(IIFM)이 국제스왑딜러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스왑
과 옵션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파생
금융상품의 도입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타
나지 않고 있다.48)

나. 은행
이슬람 은행과 전통적 은행은 근본적으로 설립 목적과 형태에서 차이를 보
인다. 이슬람 은행은 이슬람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인
반면, 전통적 은행은 이자에 기초한 금융시스템의 일부로서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추구하는 목표인 형태의 기관이다. 즉 이슬람경제가 일반적인 생산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정의 및 복지 실현이나 샤리아 목적 준
수 등의 도덕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행 역시 이를 목적
으로 활동한다. 또한 금융활동에서 고리대금업의 금지, 투기적 금융활동 방지,
샤리아와 이익 추구의 이중목표 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전통은행은 단순하게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 간의 자금
이전만을 담당하는 금융 업무만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경영원칙으

48) 이를 Tahawwut Master Agreemen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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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수익성과 공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익성은 은행이 주어진 법 체
계 안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공성은 은
행은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합당하도록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
다.49)
따라서 이슬람 은행과 전통적 은행은 설립목적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차
이를 보이게 되고, 이는 구체적인 활동에서 이익창출이 우선시되는지, 아니면
도덕적 관점은 배제되고 이익창출이 주 목적인지에서 그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문제가 적용되는지는 일반적으로 각국에 존재하는 금융감독
기관 이외의 또 다른 감독기관이 존재하는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이슬람은
행은 샤리아위원회라는 종교 율법 감독기관이 존재하며, 금융기관이 제정된
법 이외의 도덕적인 부분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은행은
국가나 감사기관에서 제정한 법률만 준수하면 되므로 도덕적인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은행과 고객과의 상호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은행과 고
객 간의 관계에서 이슬람 은행은 우호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 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이 유입되나, 전통적인 은행은 채권ㆍ채무자의
관계에서 운용된다. 은행 간 거래에서도 이슬람 은행은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
는 원칙으로 이루어지나, 전통적 은행에서는 이자를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이슬람 은행과 전통적 은행은 위험 부담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슬
람은행은 예금자도 위험 부담을 공유하며,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역시 사업파
트너 형식으로 고객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 은행거래에서는
예금자는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 시 자금수요자가 영업상 입게

49) 즉 은행은 공공재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신용위험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
가 발생하는 시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은 각종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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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손실을 은행은 부담하지 않는다. 즉 이슬람은행과 자금수요자는 상호 관
계에 있어 파트너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은행은 계약자적 입장에
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재원의 흐름 및 그 활용 대상에서 이슬람 은행은 예금 이외에 자카트
(zakat)라는 자선헌금을 납부한다. 이는 부자일수록 그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도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50) 재원의 운용 대
상은 빈곤층도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의 감소를 꾀하기 위한 투자 계
획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전통적 은행은 자선헌금 같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
기 위한 방법은 없으며 다만 자발적인 부담을 요구한다.
투자와 투자의 대상 판별에서도 이슬람 은행과 전통적 은행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슬람은행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투자 사업을 위주로 하며, 현물에
기초한 외환의 매입과 매각 등 실질적으로 유형 물질에 대해서만 거래를 실
시한다.51) 투자판별을 함에 있어서는 샤리아에 의하여 합법과 위법을 판별하
는데, 예를 들어 율법상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하는 술, 카지노, 돼지고기,
무기 관련 산업 등에는 투자를 할 수 없으며, 주식시장에서도 판별하여 샤리
아 인정 주식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의 경우, 투자는 일정 수
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만 고려되며, 현물과 선물ㆍ선도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모두 다룰 수 있다. 투자 판별에서도 도덕적이거나 법
적인 문제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한다.
이와 같이 이슬람 은행과 전통적 은행은 근본적으로 목적과 형태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은행이 정부나 감사기관
에서 제정된 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과 반대로 이슬람은행은 제정된 법 이외
의 종교적 율법에 따른 도덕적인 입장이 추가되어 전통적인 은행과 차이를

50)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카트를 납부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기도 한다.
51) 즉 실물에 기초하지 않는 선물거래는 용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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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렇게 이슬람은행은 도덕적 의무를 부담하고, 샤리아위원회의 추가
적인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행태가 전통적 영업보다 크게 제
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슬람은행의 영업은 대체로 전통적 은행 영업의
부분집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슬람은행은 일부 추가적인 자선행
위를 실시한다는 점이 전통적인 은행보다 그 영업활동 범위가 커지는 경우라
고 볼 수 있다.

다. 증권 및 보험
이슬람 증권과 전통적 증권의 비교는 [표 3-13]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슬람 증권과 전통적 증권은 일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며, 위험을 감
수하고, 주기적인 소득흐름을 지급한다는 것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이때
주기적인 지급은 고정방식 또는 변동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두 증권
은 매매 가능한 금융상품이며, 신용등급 및 신용보강에 대하여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 표 3-13. 이슬람 증권과 전통적 증권의 차이 ❚
이슬람 증권

유사점

-

차이점

- 발행자 사업의 샤리아 적합성

전통적 증권

주기적인 소득흐름 지급
주기적인 지급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될 수 있음
매매 가능한 금융상품
신용등급 및 신용보강
- 관계없음

이슬람 보험(타카풀)과 전통적 보험의 비교는 [표 3-14]와 같다. 전통적인
보험은 보험사가 위험의 손실을 모두 감수하고, 금전상의 보수에 적극적인 운
영을 한다. 반면, 타카풀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미리 정해진 비율로
위험을 공유한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전통적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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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자사의 자산으로 부족액을 충당하여 보상하
지만, 타카풀의 경우 자사의 펀드에 무이자 대출금을 공급하여 이를 보상한
다. 보험료 운용에 있어 전통적 보험은 보험계약자에 의해 지불된 보험료가
보험사의 수입이며, 이 보험료 펀드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타카풀에서는 보험
료 펀드 운용에 있어 중개인에 국한될 뿐이다. 또한 전통적인 보험은 보험료
펀드 투자에 제약이 없는 반면, 타카풀은 샤리아에 적합한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 표 3-14. 이슬람 보험(타카풀)과 전통적 보험의 비교 ❚
이슬람 보험(타카풀)

전통적 보험
손익
분담

- 위험의 손실을 감수
- 금전상의 보수에 적극적

계약자간에 위험 공유

보험금

보험금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초과할
타카풀 펀드에서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경우, 보험업자는 자사의 자산으로 부족액
운영자는 펀드에 무이자 대출금을 공급
을 보상

보험료

- 보험업자는 펀드의 소유자
- 운영자의 직무는 중개인에 국한
- 보험계약자에 의해 지불된 보험료는 보
- 무다라바 또는 와카라에 적합
험업자의 수입

투자

투자에서 제약 없음

샤리아 적합 상품에 투자됨

8. 이슬람금융의 확대 및 발전 원인
가. 개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은 전통금융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의 역할을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하면서 제공하도록 고안
된 금융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슬람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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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고안된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종류보
다 제한된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비이슬람신도들은 전통
적 금융을 활용할 경우, 이슬람금융이 제공하는 것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이유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서비스는 이슬람 국가나 이슬람 국가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에 유용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1990대 이전까지 이슬람금융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만 도입하였다. 그러
나 2000년대 들어 이슬람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보
다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본 절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슬람금융이 최근에 급격하게 확대되게 된
이유를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나. 수요증가 요인
1) 이슬람경제의 발전
1990년대 이후 이슬람금융의 세계적 확산은 이슬람경제의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중동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석유가의 상승과 함께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다. 이슬람 국가 및 이슬람 국가 국민들은 자신
들의 율법에 합당한 금융상품을 전통적인 금융상품보다 선호하게 되었고, 이
는 결국 이슬람금융 수요 증가를 통하여 이슬람금융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석유가 상승이 외에도 많은 이슬람국가들이 뚜렷한 경제발전을 이룩
한 것 역시 이슬람 금융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통하여 이슬람금융 발전의 원
동력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는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여 자본축
적이 이루어져야 발전하는 서비스이다. 동남아의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이 1990년대 들어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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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들 국가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
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슬람율법을 준수하는 금융상품을 수요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이슬람금융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2) 세계경제의 통합화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진행되고, 이슬람경제와 다른 국가 경제 간의 연계성
이 강화되면서 이슬람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이슬람율법을 준수하면서 등장한 이슬람금융기법이 다
른 국가에도 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말레이시아는 중
동의 풍부한 이슬람 자본과 비이슬람 국가의 자금 수요를 연결하는 허브 역
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슬람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도 이슬람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비이슬람 국가간 이는 이슬람 국가들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수
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의 자본을 활용하기 위
해 이슬람 금융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하게 되었다.

3) 이슬람 국가의 독자성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서구 국가와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슬람 금
융을 보다 활용하게 되었다. 즉 미국이나 서부유럽 국가들이 세계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들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된 이란 등의 일부 국가들은
이들과 독자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가
서구국가로부터 금융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서구국가들의 금융시스템을 활용
할 이유가 더욱 더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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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측 요인
1) 현대 금융의 발전
이슬람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율법인 샤리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금융서비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슬람금융서비스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로
대체 가능하다. 특히 이슬람금융은 이자를 금지하는 대신, 위험에 대한 대가
를 인정하는 금융이므로 기존의 채권을 주식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이자 대신
사용료로 대신할 경우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금융상품은 전통적인 자산담보부증권이나 렌탈서비스
등과 유사한 금융상품이 된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산담보부증권이나 사용료, 렌탈을 통한 금
융거래는 20세기 후반에 금융의 정보화와 함께 발전한 것이다. 즉 금융상품
이 숫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숫자를 조합할
경우 매우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또한 SPC라는 기구를 만들어 자산
담보부증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슬람금융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현대 금융이론
의 발전이 바로 이슬람금융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2) 각국 정부의 육성정책
금융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와 감독이 작동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거나 시장이 형성되려면 정부나 중
앙은행의 육성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슬람금융의 육성은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정부의 이슬람금융 활성화정책
에 크게 기인하였다. 이슬람 국가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샤리아
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한 이슬람금융 활동을 적극 권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금융 상품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제도 구축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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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이슬람은행법을
1983년에 제공하고 중앙은행인 뱅크 네가라 내에 샤리아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슬람금융 상품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2006년 말레이시아에 국제 이슬
람 금융센터 구성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UAE의 두바이 역시 2000년 들어 금융산업 발전을 주요 경제성장 전략으
로 수립하고 두바이를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만들 것을 선언하며, 이슬람금융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카타르 역시 2011년 2월 자국 이슬람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적 은행이 이슬람은행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금지하고,
이슬람전문은행만이 이슬람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카타르 내 대형 외국은행이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하면서 금융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자국의 이슬람금융 전문은행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국은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적인 공조
이슬람 국가들의 국제적인 공조활동 역시 이슬람금융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AAOIFI와 IFSB 등 이슬람 국제기구들은
각국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진하였고, 이슬람금융의 표준화
를 위하여 회계기준을 통일한 것은 이슬람금융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역시 이슬람금융의 발
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슬람개발은행은 이슬람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을 하
는 국제기구로서 이슬람금융 형태로 이슬람 개도국의 지원 사업에 앞장섰다.
때문에 이슬람개발은행의 학자들은 새로운 이슬람금융 상품 개발에 앞장섰고,
시장에서 개발된 각종 상품을 이슬람개발은행이 이슬람국가에 재정적인 지원
을 하는 과정에 활동되게 하였다. 또한 이슬람개발은행은 이슬람금융연구소를
구축하고 금융학자들을 초청하여 각종 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이슬람금융
이론의 발전과 확대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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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전 세계에 이슬람은행을 보유한 국가 및 은행 수는 [표 4-1]과 같이 지난
수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먼저 이슬람은행을 보유한 국가 수는
2007년 47개국에서 2010년 54개국으로 증가하였고, 이슬람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525개에서 655개로 25%(130개) 늘어났다. 이 중 이슬람금융 전
업은행이 362개에서 456개로 26%(94개) 증가하였고, 이슬람금융 겸용은행은
163개에서 199개로 22%(36개) 늘었다.
한편 2010년 말 현재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이슬람전용
은행은 456개로 72%를 차지하고, 이슬람 창구를 운영하는 겸용은행은 199
개로 28%를 차지한다. 이렇게 전용은행 수가 겸용은행 수에 비하여 더욱 빠
르게 증가하는 것은 과거 이슬람은행이 이슬람창구 운용에서 탈피하여 점차
이슬람 전용은행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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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전 세계 이슬람 은행 현황 ❚
국가
등록은행
자산규모 발표 은행
자산규모 발표 은행 비중(%)
자산규모 발표 이슬람은행
자산규모 발표 이슬람은행 비중(%)
이슬람금융 전용은행
이슬람금융 창구 운영 겸용은행
전체

2007년
47
525
317
60.6
221
42.1
362
163
525

2008년
47
614
372
60.6
280
45.5
420
194
614

2009년
48
628
391
62.3
302
48.1
435
191
626

2010년
54
655
428
65.3
348
53.1
456
199
655

자료: The Banker(2010),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이슬람은행 수의 증가와 함께 이슬람은행의 자산규모 역시 [표 4-2]와 같
이 지난 수년 동안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GCC의 이슬
람 은행 자산은 2006년 1,3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09% 늘어난 3,700
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GCC를 제외한 MENA의 자산은 1,400억 달러
에서 3,400억 달러로 91% 증가하였고, SSA의 자산은 2006년 30억 달러에
서 129% 증가한 10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호주와 유럽 미주 전체
의 규모는 2006년 20억 달러에서 2010년 42억 달러로 99% 증가하였다.
❚ 표 4-2. 이슬람은행 자산의 지역별 현황 ❚
MENA
GCC
1
비GCC MENA
2
SSA
아시아
호주/유럽/미주
전 세계
MENA의 비중(%)

2006년
264.0
127.8
136.2
3.0
98.7
20.3
386.0
68.4

2007년
355.0
178.1
176.8
4.7
119.3
21.5
500.5
70.9

2008년
510.9
262.7
248.3
6.7
86.4
35.1
639.1
79.9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2010년
668.3
710.4
353.2
372.5
315.1
337.9
8.4
10.8
106.8
130.9
38.7
42.8
822.1
894.9
81.3
79.39

주: 1) 중동과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약자로 해당 국가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
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예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
구(이상 중동 13개국),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지부티 공화국(이상 사하라 이북 북
아프리카 6개국) 총 19개국임.
2)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약자임.
자료: The Banker(2010),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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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이슬람은행 자산의 국가 순위 ❚
(단위: 백만 달러)
2009

순위

국가

2010

규모

(%)

순위

국가

규모

(%)

235,335.2

36.88

1

이란

293,165.8

35.56

1

이란

2

사우디아라비아

127,896.1

15.51

2

사우디아라비아

92,017.9

14.42

3

말레이시아

89,488.2

10.85

3

말레이시아

67,073.3

10.51

4

UAE

84,036.5

10.19

4

쿠웨이트

63,137.7

9.90

5

쿠웨이트

67,630.2

8.20

5

UAE

49,082.6

7.69

6

바레인

46,159.4

5.60

6

바레인

37,405.1

5.86

7

카타르

27,515.4

3.34

7

카타르

21,022

3.29

8

영국

19,410.5

2.35

8

영국

18,094.3

2.84

9

터키

17,827.5

2.16

9

터키

15,782.7

2.47

10

방글라데시

7,453.3

0.90

10

파키스탄

6,314.8

0.99

11

수단

7,151.1

0.87

11

방글라데시

5,707

0.89

12

이집트

6,299.7

0.76

12

이집트

5,660.6

0.89

13

파키스탄

5,126.1

0.62

13

수단

5,360.5

0.84

14

요르단

4,621.6

0.56

14

인도네시아

3,403.1

0.53

15

시리아

3,838.8

0.47

15

요르단

3,237.2

0.51

16

이라크

3,815

0.46

16

브루나이

2,723.1

0.43

17

인도네시아

3,388.2

0.41

17

예멘

1,318.3

0.21

18

브루나이

3,201.4

0.39

18

모리셔스

943.5

0.15

19

예멘

1,918.3

0.23

19

스위스

914.1

0.14

20

스위스

1,040.6

0.13

20

알제리

837.5

0.13

21

모리셔스

943.5

0.11

21

시리아

641.4

0.10

22

알제리

837.5

0.10

22

튀니지

632.3

0.10

23

튀니지

632.3

0.08

23

싱가포르

618

0.10

24

싱가포르

618

0.07

24

태국

495.5

0.08

25

태국

495.5

0.06

25

팔레스타인

301.6

0.05

638,059.3

100

총계

824,510.5

100

총계

자료: The Banker(2010),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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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전 세계 이슬람 은행 자산 비율 ❚

자료: The Banker(2010),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전 세계 이슬람은행에서 각 국별로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은행의 자산비율
을 살펴보면 [표 4-3] 및 [그림 4-1]과 같이 이란이 36%로 가장 높고 사우
디아라비아 16%, 말레이시아 10%, UAE 10%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이슬람금융자산이 전체 이슬람금융자산의 약 43%를 차지하
여 전 세계 이슬람 은행 자산의 절반 내외가 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비이슬람 국가로서는 영국의 자산이 181억 달러로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표 4-4]에서 세계 이슬람 은행의 자산 순위를 살펴보면 이란의 금융기관
들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은행 자산순위와 세계은행의 경영순위를 살펴보면 이슬람은행
자산규모의 순위는 낮으나 세계은행 경영순위에서 높은 경우가 일부 나타난
다. 이는 은행 유형이 이슬람 전용은행이 아닌 이슬람 창구를 운용하는 전통
적인 은행이기 때문인 경우로 해석된다. 전통적인 은행의 경우 이슬람은행 순
위에서는 이슬람 창구만 자산으로 기록되면서 그 순위가 낮지만 세계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한 순위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도 포함되므로 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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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Riyad Bank는
이슬람창구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25.8%로 이슬람은행 가운데 순위가 19위
이나 세계은행 순위는 136위이고, 이슬람은행에서 순위가 2위인 사우디아라
비아의 Al Rajih Bank는 이슬람금융자산이 100%인 가운데 세계은행 순위
14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이는 세계 은행순위는 각 지표에 따라 점수
를 측정하여 순위가 집계되는 반면, 이슬람은행 순위는 단순한 이슬람금융 자
산 규모 순위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 표 4-4. 이슬람은행 자산 순위와 세계의 은행 순위 비교 ❚
이슬람
은행
자산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세계
은행
순위
148
465
259
175
532
270
415
461
121
364
381
113
471
136
224
629
206
193

국가

기관명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란
쿠웨이트
이란
UAE
이란
이란
이란
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말레이시아
바레인
말레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Bank Melli Iran, Tehran
Al Rajhi Bank
Bank Mellat, Tehran
Bank Saderat Iran, Tehran
Kuwait Finance House
Bank Tejarat, Tehran
Dubai Islamic Bank, Dubai
Bank Sepah, Tehran
Parsian Bank
Bank Maskan Iran, Tehran
Abu Dhabi Islamic Bank
Bank Keshavarz, Tehran
National Commercial Bank, Jeddah
HSBC Amanah(Global)
Bank Rakyat
Al Baraka Banking Group
Maybank Islamic Berhad
Pasargad Bank
Riyad Bank
Saudi British Bank(SABB)
Qatar Islamic Bank
Eghtesad Novin Bank
BIMB Holdings
Arab National Bank
Banque Saudi Fransi

이슬람금
융자산
(백만 달러)
57,003.4
45,527.9
43,109.0
41,981.0
40,317.6
34,545.8
22,834.8
22,502.0
19,783.0
19,311.0
18,619.0
18,444.0
17,112.5
16,699.0
14,784.7
13,623.2
12,402.0
12,250.0
11,912.5
11,198.0
10,789.2
10,237.9
9,268.3
8,506.7
8,124.8

은행형태

유형

국영은행
상업/투자은행
국영은행
국영은행
상업은행
국영은행
상업/소매은행
국영은행
상업은행
국영은행
상업/소매은행
국영은행
상업은행
상업/소매은행
상업은행
도매은행
상업은행
상업은행
소매/상업은행
상업은행
상업 및 투자은행
상업은행
상업은행
상업은행
상업은행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창구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전용
창구
창구
전용
전용
전용
창구
창구

주: 2010년 현재.
자료: The Banker;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2010, The Banker’s Top 1000 World
Banks Rank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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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슬람 은행의 자산규모와 한국 은행들의 자산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이슬람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은행인 이란의 Bank Melli Iran, Tehran은 자산규모가 2010년
480억 달러로 1.2%의 ROA를 기록한 반면, 한국의 외환은행은 8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42%의 ROA를 기록했다. 이는 아직까지 이
슬람 은행이 완전히 성장한 단계가 아닌 성장 중인 은행업이고 이슬람 국가
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52)

❚ 표 4-5. 한국의 은행 세계 순위 ❚
세계은행 순위
2010년
2011년
71
72
69
74
87
78
105
102
120
112
122
116
157
341
330
372
351

기관명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농협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자산규모
(백만 달러)
256,810
230,885
234,430
159,802
139,670
150,243
84,207
26,510
30,601

ROA
(%)
0.62
0.01
1.16
0.41
0.86
1.02
1.42
1.00
1.28

BIS 자본비율
(%)
12.53
13.08
12.77
16.04
12.38
12.50
15.24
14.76
15.27

자료: The Banker(2011), The Banker’s Top 1000 World Banks Ranking.

이슬람 소액금융지원 활동은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이집트가 최초의
이슬람 소액금융지원으로 현대 이슬람은행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소액금융지원 활동의 성공 사례로는
시리아와 레바논, 예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시리아는 무샤라카 형태의 소유
및 관리 구조와 무라바하 기반의 소액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액금융

52)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을 1983년에 선포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을 금지하며 모든 은행을 이슬람 은행
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은행산업을 이슬람은행업무로 구조개편하지 못하여 실제
이란의 상업은행들은 이슬람 전업은행이라 하나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취급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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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팀을 선정하고 소액금융지원의 전반적 관리
를 위한 위원회 구성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밖에 소유자와 사용자로서 남
녀를 구분하지 않는 등 공정한 소액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이에 금융 운영에 있어 100%에 가까운 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레바논은 초기에 카르드-하산 금융을 제공하였으나, 후에 손익공유 형태로
소액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발적 행동을 강조
하여 사람들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유지 및 자금의 모집 및 분배의 모든 과
정을 지원자들이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예멘은 호데이다(Hodeidah) 소액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
그라민과 같은 집단에 대한 대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무라바하 형태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사례로 말레이시
아의 타붕 하지(Tabung Haji)는 초기 가난한 말레이시아 농민들을 위한 저
축 및 투자 기관이었다. 이후에 거대 전문 금융회사로 성장하였고, 인도네시
아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소액금융지원을 포함한 이슬람금융 부분이 매우
발전하고 있다.

2. 증권
가. 펀드
1) 이슬람 투자펀드
펀드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한 투자 단위인 집합투자
기구를 총칭하는 말로서 이슬람 투자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모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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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채권, 부동산, 상품(‘무다라바’ 거래형태로 샤리아 적격의 주식, 수쿡, 부동
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환원하는 투자기구를 말한다.53)
이슬람 투자펀드 시장은 [그림 4-2]와 같이 2000년 이후 2010년에 이르기
까지 급속히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개
의 이슬람 펀드가 존재하였으나 2010년 8월에는 약 690여개로 증가하였다.
2007년 약 180여개의 이슬람 투자펀드가 신설되면서 급속히 증가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이슬람
투자펀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림 4-2. 이슬람 투자펀드 성장 추이 ❚

주: 2010년 10월 현재.
자료: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한편, [그림 4-3]은 국가별 이슬람 투자펀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이
슬람펀드의 통계를 수집하는 Eurekahedge에 따르면 2010년 10월 말 현재 전

53) 홍성민, 김종원, 홍순재, 이선호(2010. 7), ｢이슬람 금융의 이해와 실물｣,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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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이슬람투자펀드 규모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22%, 말레이시아가 27%를 기
록하여, 이 두 나라가 이슬람 투자펀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그림 4-3. 국가별 이슬람 투자펀드 현황 ❚

아랍에미리트

주: 2010년 10월 현재.
자료: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 그림 4-4. 이슬람 투자펀드 자산의 위탁 현황 ❚

주: 2010년 10월 현재.
자료: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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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2010년 10월 국가별 이슬람 투자펀드 자산의 위탁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이슬람 투자펀드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위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샤리아를 따르는 기업이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이슬람 투자펀드 자산의 28%가 글로벌 위탁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슬람 투자펀드의 자산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이
2010년 10월 이슬람 펀드 자산의 40%가 주식투자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슬람 투자를 샤리아 적합 기업에 할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투자
자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투자방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의 21%가 고정
수입 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수쿡 투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림 4-5. 이슬람 투자펀드 자산 구성 현황 ❚

주: 2010년 10월 현재.
자료: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한편 이슬람 투자펀드의 형태별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이
약 80%가 단위형 투자신탁54)과 뮤추얼 펀드55)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소규모 투자자들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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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이후 MSCI World Index가 30.5%의 손실을 보인 반면, 이
슬람 펀드는 같은 기간 21.77%의 이윤을 보이며 수년간 지속적이고 현격한
성과를 보여왔다.56)
이슬람펀드 투자와 세계 주식시장의 3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표 4-6],
[그림 4-7]과 같이 세계 주식시장 지표는 5~12% 음(-)의 수익률을 보이거나
‘0’에 가까운 반면 이슬람 펀드 지표는 약 3% 양(+)의 12개월 수익률을 보
였으며 3년 연간 평균 수익률의 경우 –5%보다 적어 세계 주식시장 지표보
다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슬람 투자펀드에는 이슬람 인덱스 펀드와 이슬람 부동산 펀드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존재한다.

❚ 그림 4-6. 이슬람 투자펀드 형태별 규모 현황 ❚

주: 2010년 10월 현재.
자료: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54) 단위형 투자신탁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흡수, 이를 단일자금화하여 전문적인 투자 관
리에게 위임하는 신탁이다.
55) 뮤추얼 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
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56)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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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이슬람 펀드와 주식시장 지표의 수익률 비교 ❚

12개월 수익률
YTD 2010 수익률
3년 환산 수익률
3년 환산 표준 편차

Eurekahedge
이슬람 펀드 주가지수
3.43%
0.08%
-4.48%
18.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0.03%
-8.67%
-9.94%
25.00%

MSCI 세계 지수
0.28%
-6.40%
-11.87%
20.38%

자료: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 그림 4-7. 이슬람 펀드와 주식시장 지표의 수익률 비교 ❚

자료: Eurekahedge, ‘2010 Key Trends in Islamic Funds,’ www.eurekahedge.com.

2) 이슬람 인덱스 펀드
이슬람 인덱스펀드는 일반적인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에 상
장된 전 종목의 상장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투자금액을 분산투자하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슬람 인덱스펀드는 샤리아에 합당한 산업 및 기업으
로 구성된 이슬람 주가지수를 따른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은행, 주류회사,
담배회사 등 샤리아에 부합되지 못하는 기업을 제외한 샤리아 적합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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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이슬람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슬람 주가지수는 일반적인 주가지수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산정방식은 동일하나 산정에 있어 각 개별 종목의 샤리아 적격성이 샤
리아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샤리아 적격성 심사는 샤리아위원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
으로 2차에 걸친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의 경우 업종 기준심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금융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담배 및 주류, 무기, 돼지
고기 관련 사업은 제외된다. 2차 심사는 재무기준 심사로 채무, 현금 및 이자
소득 자산, 외상 매출채권 및 현금이 각각 총 자산의 1/3 미만이며 이자 및
부적합 소득이 총 수입의 5% 이하인 기업들이 채택된다. 이러한 이슬람 주
가지수의 현황은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이슬람 인덱스 펀드로는 먼저 홍콩의 항셍 이슬람 차이나 인덱스 펀
드를 들 수 있으며, 이는 2007년 11월 최초로 이슬람 투자펀드 판매 인가를
받았다. 이 인덱스 펀드는 홍콩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 본토, 홍콩의 기
업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우존스 이슬람 시장 중국/홍콩 타이탄 지
수(Dow Jones Islamic Market China/Hong Kong Titans Index)에 따라
운용된다.
둘째, 일본의 S&P/TOPIX 150 샤리아 주가지수를 들 수 있다. 이는 2007
년 S&P와 동경증권거래소가 이슬람 주가지수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샤리아
위원회가 검정하여 일본 주식을 대상으로 한 79개 종목 S&P/TOPIX 150
샤리아주가지수를 설정하였다.
셋째, 타이의 FTSE SET 샤리아인덱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09년 5월
타이 증권거래소와 FTSE가 공동으로 출시하였다. FTSE SET 샤리아인덱스
는 이슬람 투자자의 타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출시되
었으며, 석유, 화학, 통신, 전기를 중심으로 55개 타이 기업이 편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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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이슬람 주가지수 현황 ❚
제공 주체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S&P

Dow Jones

MSCI Barra
Al-Madar
Finance and
Investment
Dat Al-Maal
Islami(DMI)
Trust
RUSSELL
Investment,
JADWA
Investment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지수명
FTSE 100 Index, FTSE Bursa
Malaysisa Emas Shari'ah Index,
FTSE SGX Shai'ah Index Series,
FTSE Shari'ah Japan 100 등
S&P 500 Shari'ah, S&P Europe
350 Shari'ah, S&P Japan 500
Shari'ah, S&P GCC Shari'ah
Index 등
Dow Jones Islamic Market
Indexes, Dow Jones JS Pakistan
Islamic Index 등

개요
∙ FTSE그룹이 제공하는 이슬람 주가지수
∙야사르사를 통해 샤리아 적격성 검사
∙ S&P가 제공하는 이슬람 주가지수
∙레이팅스 인텔리전스 파트너스사를 통해 샤리아
적격성 검사

∙다우존스사가 제공하는 이슬람 주가지수
∙다우존스사는 사내의 샤리아위원회를 통해 샤리아
적격성 심사
∙ MSCI 글로벌 이슬람주가지수는 2007년 1월 말
MSCI Global Islamic Indices,
기준 53개국 1,128개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함
MSCI GCC Countries Islamic
∙ MSCI GCC 이슬람주가지수는 GCC 6개국 , 53개
Indices
주식을 대상으로 함
Al Madar Shari'ah Index

∙쿠웨이트의 아마다르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사가
제공하는 이슬람 주가지수

∙ 1998년 다르 알말 이슬라미 트러스트의 그룹사인
스위스의 파이잘 파이낸스사가 개발한 글로벌 주식
대상 이슬람 주가지수
∙미국의 러셀 인베스트먼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
드와 인베스트먼트가 제공
∙지역과 나라, 시가총액과 산업별 등 10개 지수로
The RUSSELL-JADWA Shara
나뉘어져 있음
Index
∙ 60개국에서 거래되는 2,700개 주식을 대상으로 함
∙가 주식들은 러셀 글로벌인덱스에 편입된 1만 개
주식 중에서 선정
∙ 2003년 3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개발한 이슬
Jakarta Stock Exchange Islamic
람주가지수
Index
∙ 2008년 6월 30개 상장주식을 포함
DMI 150 Index

자료: 김종원(2010), ｢이슬람금융의 힘｣, 21세기북스.

3) 이슬람 부동산 펀드57)
이슬람 부동산 펀드는 샤리아 적격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때 샤리아 적격성은 펀드의 구조와 투자 대상의 용도가 샤리아에 적격하다

57) 홍성민ㆍ김종원ㆍ홍순재ㆍ이선호(2010), 이슬람 금융의 이해와 실무,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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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임대형과 대출형으로 구분되
는데, 임대형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을 매
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이며, 임대소득과 향후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자본소득
까지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출형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주로 자금을 대
여하거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에 투자함으로써 주로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를 말한다.58)
이러한 이슬람 부동산 펀드는 말레이시아의 리츠, 싱가포르 등에서의 부동
산 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슬람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슬람 리츠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였으며, 증권위원회 규정에 의
해 최소 50%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슬람 리츠는 투자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주식형, 대출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형 리츠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수익창출형 부동산을 대상으
로 하여 임대 방식으로 운용되며, 대출형 리츠는 소유자ㆍ운용자ㆍ개발자에게
유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장기 대출로 운용된다.
혼합형 리츠는 주식형 리츠와 대출형 리츠가 혼합된 형태로 부동산 자산을
소유 및 운용함과 더불어 소유자ㆍ운용자ㆍ개발자에게 유이자 융자를 제공하
는 형태를 취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리츠 중 가장 대표적인 리츠로 알 아
카르(Al-Aqar) KPJ 리츠와 알 하다라 부스티드(Al-Hadharah Boustead) 리
츠를 들 수 있으며, 이 중 알 아카르 KPJ 리츠는 세계 최초의 이슬람 리츠
로 2006년 6월 말레이시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알 하다라 부스티드 리츠는
2007년 1월 설립된 말레이시아 최대 리츠로서 이자라 계약을 기초로 조성된

58) 김종원(2010), ｢이슬람금융의 힘｣,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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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팜오일 농장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이슬람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ARC 캐피타랜드 재팬
주거용 펀드(ARC-CapitaLand Residence Japan Fund)와 LM오스트렐리안
알리프 펀드(LM Australian Alif Fund), 이슬라믹 밸류 인베스트먼트 펀드
(Islamic Value Investment Real Estate Fund), 샤밀 차이나 리얼티 펀드
(Shamil China Realty Modaraba), 바이탁 아시아 부동산 펀드(Baitak
Asian Real Estate Fund) 등을 들 수 있다. ARC 캐피타랜드 재팬주거용
펀드는 캐피타랜드와 알캐피타은행이 펀드를 조성하여 일본 각지의 임대주택
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LM오스트렐리안 알리프 펀드는 LM
인베스트먼트사가 펀드를 조성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슬라믹 밸류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아시아 파이낸스 은행이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서부지역 상업용 및 복합시설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샤밀 차
이나 리얼티 펀드는 CIAM 샤밀에셋 매니지먼트와 중국 국제투자신탁회사가
펀드를 조성하고 중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탁 아
시아 부동산 펀드는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와 퍼시픽 스타 그룹이 펀드를
조성하여 말레이시아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아시아 지역 주요 도
시의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기타 이슬람 펀드
이슬람 인덱스 펀드와 이슬람 부동산 펀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펀드가 존재하는데, 그 예로 이슬람 선박펀드와 이슬람 헤지펀드, 이슬람 채
권펀드를 들 수 있다.
선박펀드란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
집하여 선박을 취득한 후, 취득한 선박을 해운선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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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때, 임대료 수입을 투자자에게 채권이자 형식의 수입 분배 방식으
로 배당하며, 이슬람 선박 펀드는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 선정이 샤리아에 적
합하게 운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슬람 선박 펀드의 대표적인 사례는 알이슬라미 쉽핑펀드(Al-Islami
Shipping Fund)와 사피나(Safeena)를 들 수 있다. 알이슬라미 쉽핑펀드의 경
우 2006년 7월 두바이 이슬람 은행이 약 3,2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
하여 운용되었으며, 사피나는 아시안 파이낸스 은행과 아마나 투자은행이
2008년 6월 약 3억 달러의 펀드규모를 가지고 운용하였다.
한편 헤지펀드는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리스크를 적극 회피하면서 높은 수
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목적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헤지펀드 설립은 사
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증권사인 피마트(Fimat)59)가 이슬람법에
적합한 기법을 개발한 이후 이슬람 헤지펀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이슬람 헤지펀드로는 샤리아 롱/숏 마스터 펀드(Shari'ah Long/Short
Master Fund), 샤리아 마켓 뉴트럴 마스터 펀드(Shari'ah Market Neutral
Master Fund), 스타크 알누어 펀드(Stark Al-Noor Fund), 알라에드 이머징
마켓 펀드(Al-Raed Emerging Market Fund)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채권 펀드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말
레이시아 이슬람은행과 이슬람 창구에서 대부분 채권펀드를 취급하고 있다.
이 중 CIMB 이슬람은행은 가장 활발하게 채권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
관이며, 투자자산의 60%를 채권 상품으로, 나머지 40%를 샤리아에 적격한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CIMB 이슬람 채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GCC 지역 최초의 채권펀드로 Sanad 채권펀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투자자산의 75%를 채권 상품으로, 나머지 25%를 샤리아에 적합한 신
디케이트론으로 운영하고 있다.

59) Fimat는 2008년 Calyun Financial Group과 합병하여 Newedge Group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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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슬람 채권시장
1) 수쿡 발행 시장
이슬람채권인 수쿡은 최근 이슬람금융에서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금융상품
이다. 2010년 중 국제채권시장에서는 총 451억 2,300만 달러의 수쿡이 발행
되었다. 수쿡은 2002년 13억 7,100만 달러가 발행되는 데 그쳤으나 2003년
에는 64억 1,00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계속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488억 8,700만 달러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2008년에는 자산가치의 하락, 유동성
결여, 시장신뢰도의 결여 등으로 수쿡 발행액이 185억 9,7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당시 두바이 지역을 비롯하여 일부 수쿡 발행자들에게
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수쿡의 발행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슬람 및 비이슬람 투자자들
에 의하여 2010년에 451억 2,300만 달러로 회복되었다. 2000년대 들어 수
쿡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수쿡이 차
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림 4-8]과 같이 2010년 중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채권규모는 2조 3,29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수쿡이 차지하는 비
중은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이러한 채권 발행 규모나
수쿡의 발행 규모를 비교하면 향후 수쿡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쿡이 도입되기 이전, 이슬람 금융은 주로 소비금융 분야에서 소규모로
운영되었으나 수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 금융 분야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수쿡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2,114건이 발행되었으며, 그 가치로
는 1,976억 4,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8]과 같이 수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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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된 주체는 기업으로서 이 기간 동안 총 1,688건의 수쿡이 발행되었고,
총 수쿡의 가치는 1,241억 5,200만 달러로 전체 수쿡 가치의 63%를 차지한
다. 정부채는 405건 발행되었으며, 준정부채는 21건 발행되었고 이들의 채권
가치는 각각 641억 9,900만 달러, 62억 9,100만 달러로 전체 수쿡 발행액의
34%와 3%를 차지하였다.

❚ 그림 4-8. 국제 채권과 수쿡의 발행 ❚
가. 국제 채권 발행

나. 세계 수쿡 발행(모든 통화)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IS, BIS Quarterly Review, various issues; IIFM, Sukuk Issuance Database(2001–2010).

❚ 표 4-8. 발행자별 세계 수쿡 발행 ❚
분류
회사채
준정부채
정부채
전체

발행수
1,688
21
405
2,114

채권가치 (백만달러 ,US$)
124,152
6,291
67,199
197,642

채권가치 비중
63%
3%
34%
100%

자료: IIFM, Sukuk Issuance Database(2001–2010).

한편 수쿡의 발행주체는 지난 2007년 이후 크게 바뀌었다. [그림 4-9]와
같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수쿡의 국내발행 및 국제발행 규모에서 회사채
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와 70%에 달하였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수쿡 발행은 회사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회사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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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로 정부채의 공공기관 채권을 중심으로 수쿡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 국가들이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쿡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시 주요 국가들이 기
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르 알 아칸
수쿡(Dar al Arkan Sukuk), 인도네시아 정부 국제 수쿡(Government of
indonesia International Sukuk), 바레인 국제 수쿡(Bahrain International
Sukuk)과의 스왑협정을 맺음으로써 수쿡의 고정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그림 4-9. 발행자별 세계 수쿡 발행 비중 ❚
가. 국내발행(2001~07년)

나. 국제발행(2001~07년)

다. 국내발행(2008~10년)

라. 국제발행(2008~10년)

자료: IIFM, Sukuk Issuance Database(Jan 2001–D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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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통화로 구분할 때 세계 수쿡 발행 현황은 [그림 4-10]과 같다. 먼저,
말레이시아 링깃화로 발행된 수쿡은 148억 700만 달러로 그 비중은 전체 수
쿡 발행액의 74%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미국 통화, 즉 달러화로 발행된 수
쿡은 28억 6,5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전체 수쿡 발행시장에서 1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통화 표시 발행은 각각 10
억 3,500만 달러, 7억 4,700만 달러, 3억 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 그림 4-10. 통화별 수쿡 발행 비교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Zawya Sukuk Monitor, Islamic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2011년 3분기).

수쿡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국내 수쿡과 비거
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국제 수쿡으로 구성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
제 수쿡의 발행 규모는 [표 4-9]와 같이 1,071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동
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이고, GCC 및 중동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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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이며, 아프리카와 그 외 지역의 비중은 2.3%를 차지하여 국제 수쿡은
주로 GCC 및 중동국가에서 발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별 국제 수쿡 발행을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가 250억 5,000만 달러로
전체 국제 수쿡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바레인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56억
3,300만 달러, 54억 9,600만 달러를 발행했다. 이 두 국가의 국제 수쿡 발행
비중은 12%로 동일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수쿡 발행은 54억 4,000만
달러로 11%를 차지한다.

❚ 표 4-9. 국제 및 국내 수쿡 발행 ❚
가. 국제 수쿡 발행
동남아시아

총액(백만 달러)

비중

발행수

말레이시아

5,496

12%

12

인도네시아

650

1.40%

1

파키스탄

600

1.30%

1

브루나이

200

0.42%

2

동남아시아 총계

6,946

GCC & 중동

총액(백만 달러)

15%

비중

16

발행수

바레인

5,633

12%

카타르

2,020

4%

4

사우디아라비아

5,440

11%

9

25,050

52%

30

1,575

3%

9

39,718

83%

142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GCC & 중동 총계

아프리카

총액(백만 달러)

비중

발행수

수단

130

0.30%

아프리카 총계

130

0.30%

기타

총액(백만 달러)

90

비중

1
1

발행수

일본

100

0.20%

1

터키

100

0.20%

1

영국

271

0.60%

2

미국

600

1.30%

2

1,071

2%

6

47,865

100%

165

기타 총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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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나. 국내용 수쿡 발행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총계
GCC & 중동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GCC & 중동 총계
아프리카
수단
감비아
아프리카 총계
기타
독일
미국
기타총계
총계

총액(백만 달러)
108,040
4,009
2,847
976
192
116,063
총액(백만 달러)
2,951
480.79
9,912
7,151
20,494
총액(백만 달러)
12,928
2.086
12,930
총액(백만 달러)
123
167
290
149,777

비중
72%
3%
2%
1%
0.13%
78.00%
비중
2%
0.32%
7%
5%
14%
비중
8%
0.001%
8%
비중
0.082%
0.111%
0.19%
100%

발행수
1,644
69
34
19
5
1,771
발행수
122
2
13
11
148
발행수
21
7
28
발행수
1
1
2
1,949

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자료: IIFM, Sukuk Issuance Database(Jan 2001–Dec 2010).

같은 기간 내 국내 수쿡은 국제 수쿡보다 약 50% 안팎 많은 약 1,497억
7,700만 달러가 발행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전체
국내용 수쿡 발행 규모의 78%를 차지하는 1,160억 6,300만 달러 내외가 발
행되었고, GCC 및 중동국가에서는 약 14%인 204억 9,400만 달러가 발행되
었으며, 아프리카 및 그 외 국가에서는 약 8%가 발행되었다.
국가별 국내 수쿡 발행에서 말레이시아는 1,080억 4,000만 달러의 수쿡을
발행했고, 이는 국내 수쿡 발행에서 약 72%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수단
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수쿡 발행 비중은 각각 8%, 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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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세계 수쿡발행 점유율 ❚
가. 국제 수쿡

나. 국내 수쿡

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자료: IIFM, Sukuk Issuance Database(Jan 2001–D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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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쿡 유통시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쿡의 발행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쿡의 유통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
는 실물 자산을 뒷받침하는 이자라 수쿡을 제외하고는, 기술적으로 수쿡 매매
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매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거래 기준이 되는 지표종목(벤치
마크)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것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 거래 시 거
래 가격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60)
수쿡 시장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수쿡의 발행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또한 육성되어 거래가 활발해져야 한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
권시장에서 유통시장이 발달되어야 증권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같이 수쿡 발행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쿡 발행 규모를
늘려 정부발행 수쿡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GCC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국채 발행에
있어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국채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GCC 국가의 수쿡 시장
수쿡은 GCC 국가에 의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동시에 만기의 장기
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GCC 국가에서 발행되는 수쿡은 2004년까지는 주로
1~3년 정도의 중기 채권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만기가 5년인 수쿡이 중
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수쿡 유통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쿡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수쿡을 보유해야 하는 문제점을

60) 여기에서 지표종목은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채와 같은 것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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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수쿡을 발행하고 있다. 첫째, 바레인
디나르 기준의 단기 채권으로 만기가 3개월(91일)이고, 전환방식에 의해 매월
입찰을 통해 발행되는 이슬람 정부 단기 증권(Al Salam Sukuk)이 있다. 둘
째, 바레인 디나르 기준의 단기 채권으로 만기는 6개월(182일)이고, 입찰방식
으로 매월 발행되는 정부 단기 리스 채권(Short Term Ijarah Sukuk)이 있다.
셋째, 미국 달러 기준과 바레인 디나르 기준으로 발행되는 3~10년의 장기 리
스 채권으로 발행은 비정기적이고 입찰 방식에 의해 발행되는 정부 장기 리
스 채권(Long Term Ijarah Sukuk)이 있다. 바레인 정부는 2005년부터 일반
채권에 의한 국채 발행을 중지하고 수쿡을 중심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아랍에미리트연방의 두바이는 바레인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금융센터가 되
려는 목표를 내걸고 수쿡 발행을 추진하였다. 두바이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계 제2의 수쿡 시장으로 수쿡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수쿡 발행 규모로
봤을 때, 세계 수쿡 발행채의 상위권 3사는 모두 두바이 기업으로 두바이 국
제금융센터가 세계 최대 수쿡 발행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두바이에는 상장
된 수쿡을 매매하는 수쿡 유통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말레이시아의 수쿡 시장
말레이시아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쿡 발행국
이다. 이렇게 수쿡 발행시장에서 말레이시아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이유
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매우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수쿡시장을 육성하였기 때문
이다.
1983년 이슬람 은행법이 제정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쿡 발행을 인정하
는 정부투자법을 동시에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이 정부투자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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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국채로서 정부투자증서를 발행했고, 이 정부투자증서는 정부투자증권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4년 수쿡 시장을 발전시
키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 내에 이슬람 투자 시장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5년 6월에는 정부투자법이 개정되어 만기 1년 미만의 이슬람 재무성 증
권을 발행했고, 중앙은행 BNM도 2000년 11월에 할인채 형식의 이슬람 단
기채권 BNN을 도입했다. 한편 민간 기업에 의한 수쿡(회사채)이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었고, 2003년에는 이슬람 자산담보부증권(ABS)이 발
행되기 시작했다.

3. 보험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은 1979년 수단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로 전 세계적
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확대되기 시
작하여, 2007년 기준으로 23개국의 80여개 보험회사가 타카풀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2009년 세계 전체의 타카풀 보험료 총액은 [그림 4-12]와 같이 69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21억 4,000만 달러의 보험료를 기록
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세계 타카풀 보험료 총액이 16억 달러에 불과하
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엄청난 속도의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타카풀 확대를 살펴보면 GCC 국가는
2004년 7억 7,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보험료가 2009년에는 48억 8,600만
달러로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금액은 전체 타카풀 보험료 총액의 70.1%
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카풀 시장의 확대에 있어 GCC 국가들의 역할이 컸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2004년 4억 7,400만 달러에서 2009
년 14억 8,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타카풀 보험료 총액의 2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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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도 남대륙, 레반트 지역 역시 지속적으로 보험료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림 4-12. 세계 타카풀 보험료 ❚
(단위: 백만 달러)

주: 2010년과 2011년의 *는 추정치임.
자료: Ernst & Young analysis(2011), World Islamic Insurance Directory.

국가별 타카풀 보험료 총액을 살펴보면 [그림 4-13]과 같이 2009년 GCC
국가의 보험료 총액은 48억 8,7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38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GCC 타카풀 보험료의 79.7%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1억 3,600만 달러로 13.1%를 차지하고 있으
며,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이 각각 2.8%, 2.6%, 1.7%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보험료 총액은 2009년 1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
고, 이 중 말레이시아의 타카풀 보험료는 11억 5,800만 달러에 달하여 이 지
역 보험료 비중의 78.2%를 차지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보험료 총액은 2
억 5,200만 달러로 17%를 차지하였고, 태국과 브루나이가 각각 3,800만 달
러와 3,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35

제4장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전망 │

❚ 그림 4-13. 지역별 타카풀 보험료 ❚
가. GCC
(단위: 백만 달러)

나. 동남아시아
(단위: 백만 달러)

다. 기타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rnst & Young(2011. 4), The World Takafu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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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 상품별 타카풀 보험료 ❚
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나. 동남아시아

자료: Ernst & Young analysis(2011), World Islamic Insurance Directory.

기타 국가로는 수단, 방글라데시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보험료는 2009
년 각각 6억 1,0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수단이 3억 4,000만 달러,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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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시가 1억 6,600만 달러의 보험료를 기록하였다.
상품별로 타카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14]와 같이 중동 및 북아프리
카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사이에서 타카풀 상품 구성이 일부 차이를 나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족 및 의료
타카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38%를 차지했던 가족 및 의료 타카풀은 2009년
들어 17%포인트 상승한 55%를 기록하였다. 자동차 타카풀 역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7년 30%를 차지하던 것이 2009년에는 21%로 그
비중이 감소했고, 해상 및 항공 타카풀 역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재산 및 상해 타카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감소폭은 매우 미
미하다.
동남아시아 지역 역시 가족 및 의료 타카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64%에서 2009년 70%로 그 비중이 증가했다. 한편,
자동차, 재산 및 상해, 해상 및 항공 타카풀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을 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비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족 및
의료 타카풀의 비중이 더 크지만 타카풀 보험료 비중의 증가폭은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이 더 크다. 나머지 상품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약
간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4. 세계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제
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샤리아 제정
현재 이슬람금융에 적용되는 샤리아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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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때문에 이슬람금융으로 인정되는 상품들이 각국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샤리아위원회가 승인한 이슬람금융 상품이라 할지
라도 일부 중동 국가의 샤리아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무라바하 수쿡
은 중동지역에서는 발행과 유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밖에 출자상품에 적용되는 샤리아 재무비율 규정도 이슬람금융 관련 기
관 및 국가별로 상이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금융의 주식
투자 합당산업 선정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금융에 해당되는 주식이 중동
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국의 경제적 현황과 종교적인 해석의 차이점
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으나
이슬람교도가 아닌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때문에 엄격한 샤리아를 적용할 경우
이슬람금융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이 너무도 작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61)
한편 이슬람교도 사이에서도 샤리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리에 기초하여
샤리아위원회를 해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항은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슬람금
융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형태로 정착하려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개방 이전에는 각국의 흑자경제주체와 적자
경제주체만이 서로 접촉하여 금융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율법 해석에 맞

61) 예를 들어,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특정 그룹의 주식을 살펴보자. 만약 이 그룹에 샤리아위원회에 적법
하지 않은 주류나 담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이 그룹 전체의 주식이
샤리아위원회에 부적격한 주식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비이슬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상당수
를 차지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즉 주류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보유하는 그룹은
이슬람금융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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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금융상품을 디자인하고, 이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각국
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역내 금융시장 혹은 세계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과정
에서 한 국가에서 이슬람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이 다른 국가에서는
이슬람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이슬람금융을 비이슬람금융 국가로 확대할 경우 매
우 크게 작동된다. 비이슬람국가들은 이슬람국가들과 금융활동을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비이
슬람국가는 이슬람금융의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국가 이슬람
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간파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하거
나 판매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샤리아위원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의 제도
는 이슬람금융의 국제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태이다.

나. 이슬람금융 관련 제도의 표준화
아직까지 이슬람금융 관련 제도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금융의 대표적인 상품인 수쿡 발행 시 이에 필요한 제반 계약서
와 문서 양식이 국가별로 상이하다. 때문에 실제로 수쿡 발행 시 관련 서류
의 법률 검토 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비용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이슬람금융 관련 각종 금융용어 등도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가장 기
본적으로 금융 관련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전통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금융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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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슬람금융 상품의 다양화 및 개발
현재까지는 이슬람금융상품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투자 대상 상품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슬람금융도 전체 투자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 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최근 대형 이슬람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차세대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첨단 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확
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이는 아직까지 이슬람금융이 초기 발전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이슬람금융기관이나 학자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이슬람은행이나 증권, 혹은 학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
여도 이것이 각국의 샤리아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고, 실제로 통과한 이후에
도 각국 금융 감독기관들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후 상품을 승인하는 과
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승인 이후에도 시장에서 성공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슬람금융의 직접금융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수쿡의 경우
에도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고, 특정 수쿡은 일부 국가에서만 발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이슬람금융상품의 도입 및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발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141

제4장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전망 │

제5장
GCC 국가의 이슬람금융

1. GCC 이슬람금융 현황
GCC 국가의 이슬람 은행 현황을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이 중 사우
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의 이슬람 은행은 제3장에서 설명한 기
본적인 다섯 가지 이슬람금융 상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금융
전업은행이 존재하며, 더불어 전통적인 은행에서 이슬람 창구를 운용하기도
한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1970년대에 이슬람 은행을 도입하였다.
현재 전체 은행 자산 중 이슬람 은행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
재 UAE가 42% 내외로 가장 높고, 쿠웨이트가 약 11% 내외, 바레인이 약
10% 안팎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 은행이 설립된 지 40
여년이 지난 지금 UAE에서는 이슬람 은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아직까지 성장기에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은행이 전통적인 은행상
품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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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정부가 그동안 석유산업을 통해 경제 성
장을 추구하고, 친서방적인 정치 성향을 유지하면서 굳이 서방국가의 주요
산업인 금융산업에 경쟁적인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 표 5-1. GCC 국가의 이슬람금융 현황표 ❚

금융
상품

UAE

사우디
아라비아

두바이

아부다비

무라바하

◯

◯

무샤라카

◯

◯

무다라바

◯

이스티스나
이자라

이슬람 전업은행 존재
은행 기존은행 이슬람금융 서비스 여부

쿠웨이트

바레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1%

10.32%

1977

1975

은행의 비중1)

24.08%

도입연도

1978

42.16%
1975

1977

주: 1) 전체 은행자산에서 이슬람은행 자산의 비중.
2) 은행의 비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의 경우, 이슬람은행 자산은 The Banker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전체 은행자산의 경우, 각국 중앙은행 통계에 따라 계산하였음. 바레인은 은행비중이
2010년 바레인 중앙은행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The Banker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2010 ;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http://www.
sama.gov.sa/sites/SAMAEN/Pages/Home.aspx; 쿠웨이트 중앙은행(CBK), http://www.cbk.gov.kw;
UAE 중앙은행, http://www.centralbank.ae/en/index.php; 바레인, Central bank of Bahrain, Economic
Indicators 2010.

GCC 국가의 이슬람 금융 자산은 [표 5-2]와 같이 지난 2002년 이후 매
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이슬람금융 자산 증
가율이 크게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2~08년까지 GCC 국가의 이슬람금
융 자본은 연평균 32.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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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국가별 이슬람금융 자산 규모와 연간 변화율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2~
09
평균
2002~
08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바레인
총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3,105
3.80 39,740
4,050 30.40 49,943 25.67
5,830 44.00 62,282 24.71
8,103 39.00 87,583 40.62
11,751 45.00 122,112 39.42
18,641 58.60 170,228 39.40
27,121 45.50 214,018 25.72
25,375 -6.40 216,567
1.19

사우디
금액 증가율
17,543 14.60
20,411 16.30
24,486 20.00
31,906 30.30
35,854 12.40
44,271 23.50
59,849 35.20
63,094
5.40

UAE
금액 증가율
8,149 27.40
9,430 15.70
13,368 41.80
20,483 53.20
34,892 70.30
50,528 44.80
61,403 21.50
63,754
3.80

쿠웨이트
금액 증가율
10,943 15.40
16,052 46.70
18,598 15.90
27,091 45.70
39,615 46.20
56,788 43.30
65,645 15.60
64,344 -2.00

0.20

0.35

0.28

0.32

28.11

0.22

0.39

0.33

0.38

32.59

자료: CIBAFI.

[그림 5-1]은 GCC 국가별 이슬람 자산 비중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사
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UAE의 자산규모가 전체 GCC 국가 이슬람 자산
의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3국은 각각 25% 내외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GCC 국가 내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규모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집중된 것에 비하여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 즉 [그림 5-2]와 같
이 GCC 국가 내 투자 가능한 개인 자산 전체 규모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
람금융이 발전하지 못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산가들이 상당부분의 여유자
금을 전통적 은행을 통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수쿡 발행 시장에서 GCC 국가 중 UAE가 14%로 가장 많고 비
슷한 수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13%)가 있으며, 바레인은 약 6%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Saudi Electric Co.와 UAE의 Emirates of
Dubai가 발행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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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이슬람 금융 자산 비중 변화 ❚

❚ 그림 5-2. GCC 국가들의 투자 가능한 개인 자산 전체 규모 ❚
(단위: 십억 달러)

주: 1) 2010년 현재.
2)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제외한 값임.
3) 부유한 사람의 기준은 투자 가능한 자산이 20만 달러 이상임.
4) 투자가능 자산은 유동적 금융 자산을 의미함.
자료: UAE Ministry Economy Central Statistics Development, Saudi Ministry of Labour, Booz &
Company Middle East Wealth mod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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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AE는 과거보다 수쿡 발행 시장에서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UAE의 부동산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
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쿡시장을 육성
한다는 기치 아래 점차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 그림 5-3. 전 세계 국가별 수쿡 발행 비중 ❚

주: 2009년 현재.
자료: Zawya(2011), Zawya Sukuk Quarterly Bulletin, third quater.

2. GCC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군주제 국
가이다. 1922년 오스만 튀르크 제국으로부터 처음 독립하였고 1927년 영국

146│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으로부터 영토를 획득, 1932년 지금의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표 5-4]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인구는 2,600만 명이며, 아랍인(90%)과 아프리카 및 아
시아인(10%)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
하마드가 탄생하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메카와 메디나가 보유하는 국가로, 국
교는 이슬람교이고 국민의 10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 표 5-3.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개요 ❚
인구
(백만 명)
사우디

면적
(㎢)

특징

-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군주 국가이며, 세습군주제.
26.1 2,149,690 - 석유 및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며, 전 세계 매장량의 20% 이상을 차지.
-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있음.

자료: CIA World Factbook(2011).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표 5-4]와 같이 2010년 기준 1
인당 국민소득은 1만 7,000달러이고,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각각 3.74%
및 5.35%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2차 산업이 64% 정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석유와 가스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수
입 중 75%, 전체 수출 중 90%를 석유산업에서 얻고 있다. 석유보유량은 2,600
억 배럴로 세계 최대 보유국이며, 석유생산 산업은 GDP의 45%를 차지하고, 이
는 개인부문 생산의 40%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표 5-4.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국가

연도

사우디

2000
2005
2010

1인당소득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GDP 비율
(달러, 명목) (실질, 국내통화)
(%)
9,216
4.87
-1.10
7.60
13,658
5.55
0.63
28.54
16,996
3.74
5.35
8.74

1

1차
3.4
2.9
2.8

산업구조(%)
2차
65.3
66.1
63.7

3차
31.3
31.0
33.5

주: 산업구조의 경우 자료 연도가 2000, 2005, 2009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1/
weodata/index.aspx;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unstats.un.org/
unsd/snaama/selbasicFa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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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n Monetary Agency(SAMA)는 1952년부터 중앙은행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에 있어 감독과 규제 등을 관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표 5-6]과 같이 2009년 말 현재 총 20개 은행의
1,519개 지점이 영업 중이다. 인구 10만 명당 은행지점은 2009년 9.3개로
2005년 8.4개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이를 한국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
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은행을 제외하고
기타 예금 취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비교적 간단한 금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TM의 경우 [표 5-6]과 같이 성인인구 10만 명당 60여개 정도로 설치되
어 있으며, 2004년 28개에 비하면 6년 사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
이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ATM/성인인구 수가 1/4에 불과하여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본시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규제가 설정되었다.
2004년 2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음으로 공식적인 증권거래소를 개설하였고,
다섯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
소는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상장된 70여개의 회사는 아랍시장 자본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높은 원유가격에 힘입어 자본시장 규모가 아주 크며, 사
우디 은행들은 개발도상국들 중 최고의 자본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제다에 기반을 둔 Dallah Al Bakara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군으로 사우디
와 중동에 약 300개의 자회사와 16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는 [표 5-5]와 같은 World Economic
Forum(WEF)의 세계 국가별 금융발전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는 WEF가 선정한 55개국 중 2008년에는 27위에서 2009년 24위,
2010년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한국이 19위, 23위, 24위 등을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대체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한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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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슬람은행의 연력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은행법 및 샤리아가 이슬람은행의 운용에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이슬람 은행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슬람 전용은행
과 별도로 모든 일반 은행이 이슬람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 이슬람 은행은
전체 중 약 20% 내외의 예금을 유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자국 금융기관과 외국계 기관으로 분류된다. 자국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tional Commercial Bank(NCB)는
1953년 압둘 아지즈 왕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된 은행이며, 중동 내 대형은행
중 하나이다. 자산은 313억 달러 규모이며, 약 47.2%에 해당하는 투자 펀드
를 가지고 있다. 252개의 지점이 있으며, 5개의 해외지사가 있다. NCB는 처
음으로 신용카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4년 설립된 Arab Investment Company는 이슬람 은행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250만 달러 규모의 3년짜리 무라바하를 운용하고 있다. 1975년
설립된 Al Zazira 은행은 6억 리얄의 자본으로 시작하였으며, 1992년 구조
조정 이후 2002년 10월 이슬람 은행으로 전환하였다. 1978년 25억 리얄의
자본으로 시작한 Al Rajhi Bank and Investment company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로 탄생하였다. 본사는 리야드에 있으며, 500여개가 넘는 지점을 보
유하고 있고, 700개가 넘는 ATM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Al Baraka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rporation(ABID)
은 제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Dallah Al-Baraka 그룹 금융 부문의 일원이다.
전 세계 30여 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2003년 개인 리스 포트폴리오를 도입하였
다. 이에 따라 1,000달러씩 약 2만개의 상품에 걸쳐 포트폴리오 펀드가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리야드에 기반을 둔 Arab National Bank(ANB), Al Bilal Bank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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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국가별 금융발전지수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008년
국가
금융발전지수
미국
5.58
영국
5.83
독일
5.28
일본
5.28
캐나다
5.26
프랑스
5.25
스위스
5.23
홍콩
5.23
네덜란드
5.22
싱가포르
5.15
호주
4.98
스페인
4.9
스웨덴
4.75
아일랜드
4.72
노르웨이
4.66
아랍에미리트
4.61
벨기에
4.56
오스트리아
4.55
한국
4.55
말레이시아
4.48
핀란드
4.45
이탈리아
4.38
이스라엘
4.14
중국
4.09
남아프리카공화국 4.00
쿠웨이트
3.93
사우디아라비아
3.90
바레인
3.89
태국
3.82
칠레
3.79
인도
3.63
파나마
3.61
헝가리
3.53
파키스탄
3.46
체코
3.43
러시아
3.40
이집트
3.32
인도네시아
3.31
터키
3.30
브라질
3.28

2009년
국가
금융발전지수
영국
5.28
호주
5.13
미국
5.12
싱가포르
5.03
홍콩
4.97
캐나다
4.96
스위스
4.91
네덜란드
4.85
일본
4.64
덴마크
4.64
프랑스
4.57
독일
4.54
벨기에
4.5
스웨덴
4.48
스페인
4.4
아일랜드
4.39
노르웨이
4.38
오스트리아
4.28
핀란드
4.24
아랍에미리트
4.21
이탈리아
3.98
말레이시아
3.97
한국
3.91
사우디아라비아
3.89
요르단
3.89
중국
3.87
바레인
3.85
이스라엘
3.69
파나마
3.63
쿠웨이트
3.62
칠레
3.6
남아프리카공화국 3.48
체코
3.48
브라질
3.46
태국
3.35
이집트
3.33
슬로바키아
3.3
인도
3.3
폴란드
3.27
러시아
3.16

자료: Financial Development Report(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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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가
금융발전지수
미국
5.12
영국
5.06
홍콩
5.04
싱가포르
5.03
호주
5.01
캐나다
4.98
네덜란드
4.73
스위스
4.71
일본
4.67
벨기에
4.65
프랑스
4.63
스웨덴
4.6
독일
4.49
스페인
4.42
노르웨이
4.31
덴마크
4.3
말레이시아
4.2
아일랜드
4.2
오스트리아
4.2
핀란드
4.12
아랍에미리트
4.03
중국
4.03
바레인
4
한국
4
이탈리아
3.95
사우디아라비아
3.87
이스라엘
3.85
쿠웨이트
3.69
요르단
3.65
중국
3.53
남아프리카공화국 3.53
브라질
3.53
체코
3.46
태국
3.37
폴란드
3.33
슬로바키아
3.3
인도
3.24
이집트
3.24
파나마
3.22
러시아
3.21

❚ 표 5-6.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서비스 접근도 ❚
(a) 한국

은행
은행수

지점수

ATM수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55
55
53
53
55
54

6,468
6,724
6,998
7,273
7,536
7,422

80,834
82,972
86,333
93,728
98,171
-

4,429
4,349
4,213
4,131
4,085
4,048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기타
은행+
은행지점/ 예금취급
ATM/
기타예금
성인인구 기관지점/ 성인인구
취급기관
(10만 명) 성인인구 (10만 명)
지점수
(10만 명)
15,346
16.87
51.13
209.00
15,437
17.40
50.78
212.94
15,850
17.92
51.00
219.46
16,283
18.43
51.36
235.83
16,700
18.90
51.75
244.44
16,678
18.61
51.61
-

(b) 사우디아라비아

은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수

지점수

ATM수

12
14
16
17
19
20

1216
1224
1289
1353
1410
1519

4104
4588
6079
7543
8893
9950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지점수

-

-

은행+기타
은행지점/ 예금취급
ATM/
성인인구 기관지점/ 성인인구
(10만 명) 성인인구 (10만 명)
(10만 명)
8.4
8.4
28.1
8.2
8.2
30.3
8.3
8.3
38.9
8.5
8.5
46.9
8.6
8.6
53.8
9.3
9.3
60.2

자료: IMF(2011), Financial Access Survey.

사우디아라비아 내 외국계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audi
British Bank는 1978년 설립되었으며, 최대 주주는 HSBC이다. Al Akaira
와 함께 무샤라카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4년에는 무라바하 투자 계좌를 만들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Saudi
American Bank(SAMBA)는 중동에서 규모가 큰 은행 중 하나이며, 28.5%
의 지분을 시티뱅크가 가지고 있다. 2004년 이슬람 서비스 지점을 마카에 개
설하였으며, 여성과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audi Hollandi Bank(SHB)는 39개의 지점과 123개의 ATM을 가지고 있
으며, ABN Amro Bank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억 달러 규모의 이
자라와 이크티나(Ijara wa Iqtina) 금융을 하즈(Hajj) 버스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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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 은행의 현황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은행 자산은 [표 5-7]과 같이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매년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대비 7.5% 감소하였다. 그
러나 중동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행 규모가 이 기간에 크게 감소하
였던 점에 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은행 자산은 비교적 작은 규모가
감소하여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은행 자산이 중동지역이나 전 세계
이슬람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 표 5-7. 사우디아라비아의 은행자산 현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우디
아라비아
36.1
35.3
43.5
55.6
62.8
58.1

이슬람은행자산
중동지역
비중
187.5
19.3
117.4
30.0
167.7
25.9
228.9
24.3
219.3
28.6
194.1
29.9

(단위: 십억 달러, %)
성장률

세계
427.2
409.3
513.0
554.8
482.6
271.5

비중
8.5
8.6
8.5
10.0
13.0
21.4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

세계

-2.4
23.3
27.8
12.9
-7.5

-37.4
42.8
36.5
-4.2
-11.5

-4.2
25.3
8.1
-13.0
-43.7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 표 5-8.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은행의 산업별 투자금액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내구
소모재

12,955.3
(45.10)
13,508.2
2006
(47.51)
14,570.5
2007
(44.87)
15,088.7
2008
(33.40)
16,959.9
2009
(35.89)
18,558.8
2010
(49.74)
2005

농업
425.9
(1.48)
447.4
(1.57)
348.1
(1.07)
533.6
(1.18)
602.6
(1.28)
456.2
(1.22)

부동산
제조업 무역 운송업
및
건설업
620.3 5,588.8 138.4
735.4
(2.16) (19.46) (0.48) (2.56)
349.3 4,872.5 68.6
773.3
(1.23) (17.14) (0.24) (2.72)
719.1 7,081.5 112.8 1,561.0
(2.21) (21.81) (0.35) (4.81)
1,128.8 12,732.9 109.6 2,830.1
(2.50) (28.18) (0.24) (6.26)
4,355.5 8,467.0 75.5 3,620.0
(9.22) (17.92) (0.16) (7.66)
3,209.5 6,878.9 60.0 4,323.0
(8.60) (18.44) (0.16) (11.59)

은행 및
서비스
금융기관

총합

4,552.3 199.3 3,508.4 28,724
(15.85) (0.69) (12.21) (100)
5,098.0 226.6 3,089.0 28,433
(17.93) (0.80) (10.86) (100)
2,335.3 894.2 4,847.8 32,470
(7.19) (2.75) (14.93) (100)
2,344.3 968.4 9,441.6 45,178
(5.19) (2.14) (20.90) (100)
3,574.2 1,429.3 8,177.4 47,261
(7.56) (3.02) (17.30) (100)
40.1 2,714.2 1,068.1 37,309
(0.11) (7.27) (2.86) (100)

주: 1) 보고된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 자료임.
2) ( ) 안은 백분율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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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표 5-9.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별 산업 투자금액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은행 연도

내구
소모재

농업

제조업

무역

부동산
은행 및
운송업
및
서비스
금융기관
건설업
968.20
(4.47)

기타

총합

2005

12,782.00 425.90 0.00 3,943.60 0.00
(58.99) (1.97) (0.00) (18.2) (0.00)

350.00
(1.62)

194.50 3,002.90 21,667.1
(0.9)
(13.86) (100)

2006

13,330.70 432.20 0.00 3,852.70 0.00
(55.23) (1.79) (0.00) (15.96) (0.00)

674.90 3,106.10 213.00 2,525.30 24,134.9
(2.8) (12.87) (0.88) (10.46) (100)

14,210.40 332.60 0.00 5,744.70 0.00 1,310.40 2,104.70 705.50 3,776.90 28,185.2
Al 2007 (50.42) (1.18) (0.00) (20.38) (0.00) (4.65) (7.47)
(2.5)
(13.4)
(100)
Rajhi
Bank 2008 14,225.60 472.50 0.00 11,063.40 0.00 2,171.00 2,058.40 938.80 8,006.10 38,935.7
(36.54) (1.21) (0.00) (28.41) (0.00) (5.58) (5.29) (2.41) (20.56) (100)
2009

15,633.00 443.80 2,907.80 7,126.90 0.00 2,337.60 3,488.30 1,330.70 6,921.70 40,189.8
(38.9)
(1.1) (7.24) (17.73) (0.00) (5.82) (8.68) (3.31) (17.22) (100)

2010

17,349.50 446.60 2,126.50 5,971.00 0.00 3,240.50 0.00 2,615.80 521.70 32,271.6
(53.76) (1.38) (6.59) (18.5) (0.00) (10.04) (0.00) (8.11)
(1.62)
(100)

2005

5.40
(0.1)

0.00 245.20
(0.00) (4.7)

689.70
(13.23)

58.10
(1.11)

346.70 3,503.40 0.00
(6.65) (67.22) (0.00)

363.10
(6.97)

5,211.6
(100)

2006

25.50
(0.97)

7.40
(0.28)

29.20
(1.11)

435.60
(16.61)

8.60
(0.33)

49.80 1,826.90 7.40
(1.9) (69.64) (0.28)

233.10
(8.88)

2,623.5
(100)

Bank
191.20
2007
Albilad
(11.59)

7.40
(0.45)

85.70
(5.19)

673.50
(40.8)

0.50
(0.03)

117.60
(7.12)

0.00
(0.00)

160.30
(9.71)

414.40 1,650.7
(25.11) (100)

50.20 189.60
(2.27) (8.59)

966.00
(43.78)

8.10
(0.37)

94.80
(4.3)

0.00
(0.00)

3.10
(0.14)

463.70 2,206.6
(21.01) (100)

Bank
Aljazira

2008

431.20
(19.54)

2009

770.40 148.80 361.60 499.10
(26.23) (5.07) (12.31) (16.99)

4.90 744.70
(0.17) (25.35)

0.00
(0.00)

64.20
(2.19)

343.50 2,937.1
(11.69) (100)

2005

167.90
(9.1)

0.00 375.10 955.60
(0.00) (20.33) (51.78)

80.30
(4.35)

38.60
(2.09)

80.80
(4.38)

4.70
(0.26)

142.40
(7.71)

2006

152.10
(9.08)

7.90 320.00 584.10
(0.47) (19.11) (34.88)

60.00
(3.58)

48.60
(2.9)

165.00
(9.86)

6.20
(0.37)

330.70 1,674.5
(19.75) (100)

2007

168.90
(6.41)

8.20 633.30 663.30
(0.31) (24.04) (25.18)

112.20 133.00
(4.26) (5.05)

230.60
(8.75)

28.40
(1.08)

656.40 2,634.5
(24.92) (100)

2008

431.90
(10.7)

10.80 939.10 703.50
(0.27) (23.27) (17.43)

101.50 564.40 285.90
(2.51) (13.98) (7.09)

26.50
(0.66)

971.80 4,035.5
(24.08) (100)

2009

556.40
(13.46)

10.00 1,086.20 841.00
(0.24) (26.27) (20.34)

70.70 537.80
(1.71) (13.01)

85.80
(2.08)

34.30
(0.83)

912.20 4,134.4
(22.06) (100)

2010

1,209.30 9.60 1,083.00 907.90
(24.01) (0.19) (21.5) (18.02)

60.00 1,082.40 40.10
(1.19) (21.49) (0.8)

98.40
(1.95)

546.30 5,037.1
(10.85) (100)

1,845.4
(100)

주: ( ) 안은 백분율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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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과 [표 5-9]는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의 산업별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슬람 전용 은행은 전통적으로 내구소모재와 무역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어 2010년 각각 49.74%, 18.44%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른 부문의 경우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2005년 45억 달러,
15.85% 비중에서 2010년 4,000만 달러, 0.1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
면, 부동산 및 건설업 투자는 2005년 7억 3,000만 달러에서 2010년 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은 1853년 실질적으로 영국의 보호국이 된 이래 1971년
카타르ㆍ바레인을 제외한 이 지역 토후국들이 에미리트 연합국으로 독립하면
서 시작하였다. 총 인구는 [표 5-10]과 같이 500만 명이며, 인구 구성은 남
아시아인(50%)과 아랍인(23%), 에미리아인(19%)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교
는 이슬람교(96%)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표 5-10. UAE의 국가 개요 ❚
인구
(백만 명)

UAE

5.05

면적
(㎢)

특징

-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7개 에미리트(토후국)로 이루어진 연방공
화국이며 7개 에미리트는 각 통치자가, 중앙정부는 대통령이 통치하
는 공화정 체제
83,600
- 지난 30년 이상 석유와 국제금융이 경제를 이끌었으며, 2008~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큰 타격

자료: CIA World Factbook(2011).

UAE는 [표 5-11]과 같이 1971년 독립 당시 1인당 GDP가 이미 2,000달
러를 넘었으며, 2010년 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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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3.23%, 0.9%로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으며, 2005년 6%에 비하여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산업구조에서는 2차 산업이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석유생산에서 이루어진다. UAE 경제는 석유수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금융센터, 인공섬 등 금융 및 관광 서비스, 제조업 분야 등 다양한 부문
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두바이는 천연자원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5% 이
하로 낮춰졌다.

❚ 표 5-11. UAE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국가

연도

UAE

2000
2005
2010

1인당소득
(미달러,
명목)
34,689
43,989
59,717

경제성장률
(실질,
국내통화)
12.33
8.60
3.23

물가
상승률
(%)
1.35
6.20
0.90

산업구조(%)

경상수지/
GDP 비율

1차

2차

3차

13.79
11.56
7.71

2.4
1.5
1.2

59.5
61.3
61.5

38.1
37.2
37.3

주: 산업구조의 경우 자료 연도가 2000, 2005, 2009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1/
weodata/index.aspx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unstats.un.org/
unsd/snaama/selbasicFast.asp

UAE는 [표 5-12]와 같이 2010년 현재 총 52개의 은행 및 756개의 지점
을 보유하고 있다.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지점은 약 22개이며, 이는 한국
의 약 18개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수치이다. 반면, ATM 수는 인구 10만
명당 약 99개로 한국의 244개에 비하여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449개에 불과하던 지점이 2010년 756개로 증가하였고 인
구 10만 명당 19개에 불과하던 ATM이 6년 만에 5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급격하
게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UAE는 중앙은행이 있으나 규제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해당 에미리트에서
관할하고 있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은행의 발전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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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은행 구조로부터 샤리아위원회 적법성에 해당하는 상품을 접목시키면서
이루어졌다.
[표 5-5]에 따르면, UAE의 금융발전정도를 나타내는 금융발전지수는 2008
년 16위, 2009년 20위, 2010년 2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 기간 중 한국의
순위보다 2~3계단 높은 순위로 대체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된 수준
의 금융시장 발전도를 보여준다. UAE는 GCC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금융시장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 표 5-12. UAE의 금융서비스 접근도 ❚
은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수

지점수

ATM수

46
46
46
49
52
52

449
453
512
587
696
756

601
1576
1690
2057
2453
3599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48
48
48
51
54
54

은행+기타
은행지점/
예금취급
성인인구
기관지점수
(10만 명)
(a)
449
453
512
587
696
756

15.8
15.2
16.3
18.0
20.6
22.3

은행+기타
예금취급
기관지점/
성인인구
(10만 명)
15.8
15.2
16.4
18.1
20.7
22.3

ATM/
성인인구
(10만 명)
19.1
47.9
49.5
58.3
67.6
99.3

자료: IMF(2011), Financial Access Survey.

2) 이슬람은행의 연력
UAE는 국가 특성상 국가 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은행들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두바이, 아부다비와 함께 샤르자가 꼽힌다.
두바이에는 DIFC를 비롯하여 많은 이슬람 전용은행과 외국계 은행이 존재
한다. 1975년 설립된 Dubai Islamic Bank(DIB)는 세계에서 첫 번째 이슬람
은행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UAE 국내적으로 가장 크고, 걸프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예금자에 한하여 연간 3.5%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9개월 예금자는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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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예금자는 2.63%의 수익률을 약속하였다. 2003년에는 2.19%의 수익률
을 예금자들에게 지불하였다. 2002년에는 세 개의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고,
2003년까지 19개의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04년에는 5개의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파키스탄 지점을 개설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이자라 파이낸싱은 교육, 여행, 주택 구매 등 많은 개
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 병원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차등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바레인의 샤밀 은행과 합작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하였으
며, 리스에 대하여 미국의 GE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관련 부분에 대하여 샤
리아위원회 적법성에 따라 운용하였다.
실질적인 기업금융에서는 에미리츠 항공사가 대형 비행기 구매에 대하여 1
억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슬람 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에서
두바이 이슬람은행이 8,700만 달러, 아부다비 이슬람은행이 2,500만 달러를
대출하는 등 UAE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이슬람 은행이 합작으로 자금을 운
용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통신, 금속 등 상당히 넓은 산업 분야에 자금을
조달, 운용하고 있다.
HSBC는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포함하는 은행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3년 7월, 샤리아위원회 적합성을 인정받고 Amanah
개인 금융을 도입하여 이슬람 개인 파이낸스 상품을 제공하는 첫 번째 국제
은행이 되었다. 또한 국제 금속시장에서 구리에 대한 상품 거래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국제적인 활동으로 말레이시아 글로벌 수쿡으로부터 발행된 6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쿡에 대하여 유일의 주간사은행(lead manager)과 북러너
(book runner) 역할을 하였다. 기업금융에서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HSBC 투자은행이 1억 달러 규모의 이자라를 에미리트 항공이 에어버스를
마련하는 데 운용하였다.
The Middle East Bank(MEB)는 2004년 운영을 시작한 두바이 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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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은행이다. 이 은행은 에미리트 은행그룹(EGB: Emirates Bank Group)
의 자회사이며, 두바이 정부가 77%의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는 몇몇의 이슬람 금융 거래를 지역적으로만 하고 있다. 기존의 9개
MEB 지점은 현재 Emirates Islamic Bank(EIB)의 지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3~5개의 지점을 확대하였다. 주로 자동차 관련 무라바하와 상업 무
라바하 등 무라바하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EIB는 HSBC등
과 합작하여 바레인 등지의 UAE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0년 10월 Amlak Finance PJSC가 두바이에 설립되었으며,
모기지 금융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2004년 4월 무라바하 자동차 금융
상품을 런칭하였다. Mashreqbank는 2005년 2억 디람의 자본으로 이슬람 은
행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두바이 은행은 이슬람 은행 분야로의 진입을 선언하
였다. 또한 Abu Dhabi Islamic Bank는 두바이에 2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
으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한편 UAE의 아부다비 이슬람금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슬람
전용은행인 Abu Dhabi Islamic Bank(ADIB)가 1997년 설립되었다. 상품
대부분은 무라바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기업들
과 깊은 관계에 있다. 국제적인 활동으로 미국의 Davis IIBU에 5백만 달러,
카약 및 카누 제작회사에 125만 달러 규모를 운용하였으며, 2001년 DIB와
합작으로 보스니아 은행에 2,2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였다. 또한 카
타르의 International Islamic Bank(IIB)와 2,500만 달러 상당의 이자라를
운용하였다. 2004년 7월에는 VISA International과 합작하여 샤리아위원회
적합성을 인정받은 신용카드를 발행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84만개의 ATM
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DIB는 운용상품 중 79.5%를 무라바
하, 무다라바, 이스티스나, 이자라로 운용하는 성과를 보였다.
National Bank of Abu Dhabi(NBAD)는 자산이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며,
1977년 6월 설립되었다. 금융 활동으로는 The Union Water and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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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WEC)의 교량시설에 대하여 13개 은행과 함께 9억 5,000만 달러를 사
인하고, 1억 6,000만 달러에 대하여 분할 발행한 경험이 있다. 2003년에는
ADIB와 함께 50-50의 자본 기반으로 1억 2,000만 달러를 the National
Central Cooling Co에 발행하기도 하였다.
Union National Bank(UNB)는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5억 디람
의 자산으로 이슬람 금융 회사를 설립하였다. 27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
며, 우체국을 합하면 총 100개 가까운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UAE에서 큰
은행 중 하나로 꼽힌다. 2004년 4억 5,200만 달러 규모의 순익을 냈으며, 당
시 자산 규모는 240억 디람까지 증가하였다.
UAE 내 두바이와 아부다비 이외의 지역인 샤르자의 이슬람금융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Sharjha Islamic Bank(SIB)는 National Bank of
Sharjha(NBS)가 2002년 후반기 일반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이슬람 은행으로
변경한 최초의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설립되었으며, 36%의 지분을
샤르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다음 최대 주주는 Kuwait Finance
House(KFH)로 20%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구조는 리테일, 투자, 기업금융의
세 가지 특별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상품은 이자라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Labbayk 및 교육 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Shahadati가 있다.
RakBank는 샤르자에 있는 Bank of Sharjha, National Bank of Sharjha,
United Arab Bank, InvestBank 총 4개의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독립적
인 이슬람 금융 회사로 Islamic Finance Company(IFC)를 설립하였다. 현재
IFC는 UAE에서 두바이 이슬람은행에 이어 둘째로 큰 규모의 이슬람 금융
기관으로 활발한 이슬람금융 활동을 하고 있다.
Osool Finance Co. Ltd는 또 다른 금융 선두주자이며, 2003년 자동차 관
련 무라바하를 제공하였다. 자동차 무라바하의 경우, Osool이 자동차를 구매
하여, 일정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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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딜러의 경우 Osool 지
점을 이용하는 편의가 제공되어 가능하였다.
UAE의 금융에 관한 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UAE는
법인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없는 ‘세금천국’으로 유명하다. 이는 외국
인투자 촉진과 중개무역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은행업,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석유산업 등 세 가지 업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개인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판매세, 부가가치
세, 상속세, 증여세 및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도 면세된다.
외국은행의 과세표준은 금융사업소득이며 이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이다.
금융 관련 세제로 UAE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하여 조세가 부
과되지 않는다.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2003년까지 이슬람 은행은 예금자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두 배 가까운 3.5~4.5%의 이윤분배를 해주면서, 비록 마이너의
입장이지만 전체 은행 자본 중 25%에 해당하는 자산을 움직였다.
UAE 정부는 이슬람 금융 기관을 주요 성장 산업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육성책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UAE는 2004년 6월 Islamic Development
Bank와 함께 아부다비에 Islamic Centre for Mediation and Commercial
Arbitration을 설립하여 금융상품의 샤리아위원회 적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UAE의 이슬람 금융기관은 바젤Ⅱ 협약에 따라 은행자본에 대한 요구사항
을 맞추어 가고 있으며, 2005년 3월 말레이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환율정
보와 더불어 이슬람채권, 증권 시장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최근 이슬람 자본이 필요한 10개 은행은 이슬람 창구와 이슬람 전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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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UAE 중 두바이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좋은 환경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국제금융센터에 대하여 매력을 지니고 있
다.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DIFC)는 2003년 7월 14일에 설
립되었으며, 2004년 9월 금융자유지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였
다. 금융자유지역 효과로 세금과 외국계 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지역이며,
약 10여개가 넘는 국제적인 은행이 시장에 진출하였다. DIFC는 처음으로 규
제와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국제금융센터로 설립되었으며, 샤리아위원회 최고
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 등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였다.
UAE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슬람 은행의 자산은 [표 5-13]과 같
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 성장률보다 1.7%포인트 감소한
3.7%를 기록하여,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과 세계의 이슬람
은행 자산이 각각 11.5%, 43.7% 감소한 것에 비하여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
낸다. UAE는 이슬람 은행자산에 있어 지역과 세계에서의 비중이 지역에서는
2005년보다 3배 증가한 30.1%, 세계에서는 4배 이상 증가한 21.5%로 위상
이 높아졌다.

❚ 표 5-13. UAE의 은행자산 현황 ❚
(단위: 십억 달러, %)
성장률

이슬람은행자산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UAE
20.5
32.4
45.5
53.5
56.4
58.5

중동지역
187.5
117.4
167.7
228.9
219.3
194.1

세계
비중
10.9
27.6
27.1
23.4
25.7
30.1

427.2
409.3
513.0
554.8
482.6
271.5

비중
4.8
7.9
8.9
9.6
11.7
21.5

UAE

지역

세계

57.9
40.7
17.5
5.4
3.7

-37.4
42.8
36.5
-4.2
-11.5

-4.2
25.3
8.1
-13.0
-43.7

주: 보고된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 자료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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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와 [표 5-15]는 UAE 이슬람 은행의 산업별 투자를 보여준다. 전
체적으로 UAE 이슬람은행의 산업별 투자는 부동산 및 건설업과 은행 및 금
융기관, 내구소모재,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은행 및 금융기관과
제조업에 관한 투자는 감소하였다. 내구소모재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
로 말미암아 개인에 대한 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국
제적인 금융위기와 건설/부동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 중 Dubai
Islamic Bank와 Emirates Islamic Bank는 부동산 및 건설업 투자가 은행
자산 중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Sharjah Islamic Bank는 내구소모재와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은행이 주로 개인금융을 중심으로 운용됨을 보
여준다.

❚ 표 5-14. UAE 이슬람은행의 산업별 투자금액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구
소모재
1,911.6
(11.82)
3,089.0
(12.82)
6,964.7
(14.11)
10,666.4
(17.41)
12,381.8
(21.23)
13,212.2
(23.64)

농업

제조업

무역

7.8
1,836.3 907.3
(0.05) (11.35) (5.61)
7.0
3,100.9 2,284.7
(0.03) (12.87) (9.48)
1.7
8,027.8 2,990.3
(0.00) (16.26) (6.06)
0.6 11,160.0 4,072.7
(0.00) (18.21) (6.65)
0.4
5,395.6 3,060.7
(0.00) (9.25) (5.25)
0.2
4,559.1 2,631.6
(0.00) (8.16) (4.71)

운송업
14.0
(0.09)
14.9
(0.06)
130.1
(0.26)
275.7
(0.45)
145.6
(0.25)
53.7
(0.10)

부동산
및
건설업
2,728.2
(16.87)
5,396.9
(22.39)
10,435.8
(21.14)
15,135.8
(24.70)
16,012.2
(27.45)
17,256.1
(30.88)

은행 및
서비스
금융기관
3,515.0
(21.73)
4,438.4
(18.42)
14,181.2
(28.72)
11,160.0
(18.21)
13,668.1
(23.43)
10,596.3
(18.96)

주: 1) 보고된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 자료임.
2) ( ) 안은 백분율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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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1.65)
972.6
(4.04)
628.7
(1.27)
480.4
(0.78)
559.5
(0.96)
308.9
(0.55)

기타

총합

4,988.4
(30.84)
4,796.1
(19.90)
6,011.4
(12.18)
8,322.0
(13.58)
7,107.0
(12.18)
7,263.4
(13.00)

16,175
(100)
24,101
(100)
49,372
(100)
61,274
(100)
58,331
(100)
55,882
(100)

❚ 표 5-15. UAE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별 산업 투자금액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은행 연도
2005
2006
Abu
Dhabi
2007
Islamic
Bank
2008
2009
2010
2007
Dubai
2008
Bank
2009
2005
2006
2007
Dubai
Islamic 2008
Bank
2009
2010
2005
2006
Emirates 2007
Islamic
Bank 2008
2009
2010

내구
소모재
1,625.70
(26.91)
2,728.40
(27.61)
3,645.50
(33.1)
5,516.40
(42.99)
7,007.50
(43.81)
8,166.50
(44.32)
472.90
(12.52)
1,095.70
(18.15)
1,076.90
(19.09)
0.00
(0.00)
0.00
(0.00)
1,825.80
(6.38)
2,076.70
(6.28)
2,428.30
(8.67)
3,102.50
(10.48)
0.00
(0.00)
0.00
(0.00)
564.80
(13.44)
1,063.70
(16.26)
998.00
(16.77)
1,181.60
(22.77)

농업

제조업

무역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80
(1.17)
7.00
(0.36)
1.70
(0.04)
0.60
(0.01)
0.40
(0.01)
0.20
(0.00)

1,166.40
(19.3)
891.20
(9.02)
958.40
(8.7)
818.30
(6.38)
461.20
(2.88)
577.20
(3.13)
550.40
(14.57)
490.40
(8.12)
360.90
(6.4)
630.30
(7.4)
2,160.10
(19.56)
6,319.90
(22.09)
9,655.70
(29.19)
4,360.30
(15.56)
3,863.20
(13.05)
39.50
(5.89)
49.60
(2.55)
199.10
(4.74)
195.70
(2.99)
213.30
(3.58)
118.70
(2.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55.40
(7.69)
1,806.20
(16.36)
2,607.60
(9.11)
3,604.70
(10.9)
2,705.90
(9.66)
2,279.00
(7.7)
167.90
(25.01)
392.70
(20.21)
196.50
(4.68)
312.30
(4.77)
219.70
(3.69)
183.60
(3.5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00
(2.09)
14.90
(0.77)
130.10
(3.1)
275.70
(4.21)
145.60
(2.45)
53.70
(1.04)

부동산 및
건설업
276.30
(4.57)
1,076.60
(10.9)
721.50
(6.55)
1,246.10
(9.71)
1,624.90
(10.16)
2,038.70
(11.06)
381.00
(10.09)
773.30
(12.81)
956.20
(16.95)
2,277.00
(26.72)
3,776.50
(34.2)
7,673.00
(26.82)
10,089.30
(30.5)
10,359.90
(36.98)
12,263.50
(41.44)
169.70
(25.28)
436.30
(22.45)
1,399.40
(33.3)
2,497.40
(38.17)
2,577.70
(43.32)
2,448.10
(47.17)

은행 및
금융기관
2,122.60
(35.13)
3,457.40
(34.99)
3,839.70
(34.86)
2,711.40
(21.13)
4,282.10
(26.77)
4,758.80
(25.83)
595.20
(15.76)
2,003.80
(33.18)
2,023.80
(35.88)
1,392.40
(16.34)
980.90
(8.88)
8,736.10
(30.54)
4,955.40
(14.98)
6,301.90
(22.49)
5,042.60
(17.04)
0.00
(0.00)
0.00
(0.00)
1,010.30
(24.04)
1,489.40
(22.76)
1,060.20
(17.82)
795.00
(15.32)

서비스

기타

총합

0.00
851.10 6,042.0
(0.00) (14.09) (100)
0.00 1,728.00 9,881.7
(0.00) (17.49) (100)
0.00 m1,850.30 11,015.3
(0.00)
(16.8) (100)
0.00 2,540.40 12,832.7
(0.00)
(19.8) (100)
0.00 2,618.40 15,994.1
(0.00) (16.37) (100)
0.00 2,885.40 18,426.5
(0.00) (15.66) (100)
0.00 1,777.10 3,776.6
(0.00) (47.06) (100)
0.00 1,675.20 6,038.4
(0.00) (27.74) (100)
0.00 1,222.70 5,640.5
(0.00) (21.68) (100)
0.00 3,565.30 8,520.4
(0.00) (41.84) (100)
0.00 2,319.30 11,043.0
(0.00)
(21)
(100)
0.00 1,445.60 28,608.0
(0.00)
(5.05) (100)
0.00 2,699.70 33,081.5
(0.00)
(8.16) (100)
0.00 1,861.30 28,017.6
(0.00)
(6.64) (100)
0.00 3,041.70 29,592.4
(0.00) (10.28) (100)
266.60
5.70
671.2
(39.72) (0.84) (100)
972.60
70.50 1,943.6
(50.04) (3.62) (100)
628.70
71.40 4,202.1
(14.96)
(1.7)
(100)
480.40 227.60 6,542.7
(7.34)
(3.48) (100)
559.50 175.30 5,949.7
(9.4)
(2.95) (100)
308.90 100.10 5,189.9
(5.95)
(1.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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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계속
은행 연도

내구
소모재

농업

제조업

무역

운송업

부동산 및 은행 및
서비스
건설업 금융기관

2005

285.90
(30.36)

0.00
(0.00)

0.00
(0.00)

84.10
(8.93)

0.00
(0.00)

5.30
(0.56)

0.00
(0.00)

2006

360.60
(29.27)

0.00
(0.00)

0.00
(0.00)

85.70
(6.95)

0.00
(0.00)

107.50
(8.73)

455.70
Sharjah 2007
(25.75)
Islamic
913.80
Bank 2008
(32.89)

0.00
(0.00)

0.00
(0.00)

186.20
(10.52)

0.00
(0.00)

0.00
(0.00)

0.00
(0.00)

155.80
(5.61)

2009

871.10
(31.92)

0.00
(0.00)

0.00
(0.00)

2010

761.60
(28.5)

0.00
(0.00)

0.00
(0.00)

기타

총합

0.00
(0.00)

566.40
(60.15)

941.7
(100)

0.00
(0.00)

0.00
(0.00)

678.40 1,232.2
(55.05) (100)

260.90
(14.74)

0.00
(0.00)

0.00
(0.00)

867.00 1,769.8
(48.99) (100)

0.00
(0.00)

529.70
(19.07)

0.00
(0.00)

0.00
(0.00)

1,179.10 2,778.4
(42.44) (100)

135.10
(4.95)

0.00
(0.00)

493.40
(18.08)

0.00
(0.00)

0.00
(0.00)

1,229.30 2,729.0
(45.05) (100)

169.00
(6.32)

0.00
(0.00)

505.80
(18.92)

0.00
(0.00)

0.00
(0.00)

1,236.30 2,672.7
(46.26) (100)

주: ( ) 안은 백분율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4) UAE의 금융관련 법62)
UAE는 이슬람 국가로서 샤리아위원회를 모든 법의 중요한 근원으로 여기
며, 국가 특성상 연방법인 알 카난 알 이티하디(al-Qanun al-Ittihadi)와 각
지역의 에미리트법인 알 카난 알 이마라티(al-Qanun al-Imarati)가 존재하는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UAE 헌법에 따르면 각 에미리트의 문제는 해
당 에미리트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연방헌법과 연방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에미리트는 개별적으로 입법과 사법기관을 운영하며 법
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연방법과 에미리트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시하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샤리아에 따라 연방법을 우선

62) 본 절의 내용은 서강석,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UAE의 제도와 수쿠크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랍지역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악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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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지 검토한 뒤 적절하지 않으면 에미리트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샤리아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이 우선시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UAE의 기본적인 법제도가 샤리아위원회에 기초한 이원적 형태를 띠고 있
기 때문에 금융 관련법 또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 금융법과 에
미리트 금융법 중에서도 1976년 회계청 설립에 관한 연방법 제7호를 포함한
1980년 제정된 ‘중앙은행, 통화제도 및 은행조직에 관한 연방법’ 제10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1985년 ‘이슬람 은행, 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관한 연방법’ 제6호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러한 법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은 은행정책 및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은행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금융거래의 조절 역
할을 한다.
연방법 제10호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감독과 승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은행의 영업활동 및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법률 및 조항의 승
인기준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시하였다.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계좌
개설과 더불어 채권 등을 발행 및 매매할 수 있다. 또한 외환 및 귀금속의
거래가 허용되고, 관련 법률과 조항에 따라 대출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
나 제90조에서는 자본 확충을 위한 상업 및 산업 활동 금지, 부동산 소유 금
지, 자본금의 25%가 넘는 주식 및 채권 매입 금지 및 총 예금액의 20% 이
하의 대출 한도 설정 등과 같은 규제를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금융거래의 경우 2000년 채권상품 감독청 및 시장에 관한 연방법 제4호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감독청이 시장의 관리․감독 및 관련 영업
허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아부다비와 두바이 두 곳
에 대하여 금융거래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거래소 설립은 채권상
품감독청이 결정하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영리기관이다.
통화체계는 연방법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UAE는 외환의 과실송금
및 자본조달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환율결정은 제62조에 따라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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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제안에 대해 각료회의가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더불어 제63조에
는 중앙은행이 필요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주요 외국환의 환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제금융센터인 DIFC에서도 별개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금융기관의 100% 소유권 인정, 소득과 이윤에 대한 세금면제, 광범위한 이중
과세 금지조약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 외환과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이
다. 이러한 역할을 위하여 2005년 12월 DIFC 내 이슬람금융자문위원회
(IAFC: Islamic Association for Finacial Consultation)를 설립하고, 새로운
이슬람 금융상품 개발, 수쿡 채권시장 구축, 현행 이슬람 금융상품 표준화와 같
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슬람법 감독위원회와 입주 이슬람
금융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
한 이들은 이슬람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UAE 중앙은행도 간섭할 수 없도록
연방헌법을 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 분쟁
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는 DIFC 전용 사법체계까지 갖췄다.

다. 쿠웨이트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쿠웨이트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접경에 위치한 입
헌군주국이며, 1899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다. 1939년 정식으
로 보호국 승인을 받고, 1960년 영국으로부터 사법권과 통화 관리권을 넘겨
받은 뒤인 1961년 6월 독립 주권을 획득하였다.
쿠웨이트의 총 인구는 [표 5-16]과 같이 360만 명이며, 인구 구성은 쿠웨
이트인(45%), 기타 아랍인(35%), 남아시아인(9%), 이란인(4%)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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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6. 쿠웨이트의 국가 개요 ❚

쿠웨이트

인구
(백만 명)

면적
(㎢)

특징

3.6

17,818

-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접경에 위치하
며 페르시아만에 면한 입헌군주국
- 석유산업은 국영으로 관리되며 GDP의 75%를 차지

자료: CIA World Factbook(2011).

쿠웨이트는 1966년 1인당 GDP가 이미 3,000달러를 넘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는 [표 5-17]과 같이 3만 6,412달러를 기록하였다. 경
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각각 1.97%, 4.10%로 경제성장률이 2005년에 비
하여 약 8.5%포인트 감소하였다. 산업구조는 2차 산업이 51%, 3차 산업이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은 0.2%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이다.
중동국가 중 2, 3차 산업 간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이다. 쿠웨이트는
산유국으로 세금이 없고, 정부 재원 중 약 80%가 석유생산에서 발생한다. 주
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한국, 인도, 싱가포르, 중국, EU와 사우디아라비아이
다. 수출 흑자를 바탕으로 정부는 금융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의 정비를 실시하
고 있다.
❚ 표 5-17. 쿠웨이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1인당 소득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GDP 비율
(미달러, 명목) (실질, 각국통화)
(%)
2000
17,013
0.13
1.57
38.89
27,015
10.36
4.12
37.21
쿠웨이트 2005
2010
36,412
1.97
4.10
31.77

국가

연도

1차
0.3
0.3
0.2

산업구조(%)
2차
3차
66.4 33.3
62.8 36.9
51.0 48.8

주: 산업구조의 경우 자료 연도가 2000, 2005, 2009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1/
weodata/index.aspx;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unstats.un.org/
unsd/snaama/selbasicFast.asp

쿠웨이트는 견실한 은행과 투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금융 중
심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3개의 특별 은행이 포함된 10개의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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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운용되고 있으며, 모두 쿠웨이트 내셔널 뱅크(NBK: National Bank
of kuwait)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11월 중앙은행은 지역 은
행의 총자산을 180억 디나르(640억 달러) 규모로 집계하였다.
현재 외국계 거대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국가 내 작은 지역은행들을 통
합하여 더욱 견실하고 거대한 은행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1960년대
모든 외국계 은행을 인수받았으나, 2004년 1월 의회는 외국 은행들의 은행산
업 진입을 허용하고 외국 자본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쿠웨이트 의회는 법 개정을 통하여 에미리트에서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
용하고, 1968년 재정법을 통하여 쿠웨이트 중앙은행이 외국은행의 설립 허가
를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의회는 샤리아위원회 적법성에 따른 기준으로 외국
계 은행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WEF에서 선정한 금융발전지수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10년 세계 28위권
내로 진입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24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이슬람은행의 연력 및 현황
쿠웨이트에서 샤리아위원회 최고위원회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은행의 설립과 기업의 자카트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4년 1월
쿠웨이트중앙은행(CBK: Central Bank of Kuwait)은 이슬람 은행과 관련된
법을 발표하고, 쿠웨이트에서 이슬람 은행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때 이슬람 은행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은행은 이슬
람 지점을 설립할 것을 준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쿠웨이트중앙은행은 몇 가
지 규제를 설정하고, 외국계 은행들이 이슬람 은행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감
독하였다. 외국계 은행이 이슬람 은행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자
회사여야 하며, 자본은 반드시 1,500만 디나르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
되었다. 또한 지역은행이 반드시 51%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고, 49%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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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공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이슬람 금융 시장은 33억 디나르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14개의
이슬람 금융 회사는 5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구축하였다. 이는 2000년 10
개의 이슬람 금융 회사가 14억 달러보다 적은 자본을 보유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며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쿠웨이트중앙은행은 2003년 12월 10일 이슬람 은행 및 기관 설립을 위한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법 아래 2004년 초반부터 이슬람 은행에
대한 감독이 시작되었고, 이슬람은행에 대한 모든 규제와 감독이 설정되어 있
는 가이드북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쿠웨이트 내에서 5년 동안 35%의
이슬람 투자회사가 성장하였다. 우선적으로 Kuwait Finance House가 포함
된 3개 은행에 대한 허가와 동시에 중앙은행의 감독이 행해졌다.
Kuwait Investment Authority(KIA)는 24%에 해당하는 1억 디나르의 자
본을 보유하고, 76%에 대하여 일반 공모로 자본을 충당하였다. KIA 이후
CBK는 두 개의 회사를 더 허용한다고 공표하였다.
2004년 3월 Kuwait Real Estate Bank(KREB)는 쿠웨이트중앙은행로부터
인가를 받고 7,500만 디나르의 자본으로 새로운 이슬람 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달러 환산 시 약 2억 5,000만 달러 규모이다. 이 은행은 쿠웨이트에서
30%에 달하는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Public Authority for Investment(PAI)는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이슬람 은
행을 설립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1억 디나르의 자본과 2004년 1분기 동
안 나머지 76%의 자본을 공모하였다.
쿠웨이트의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관으로는 Kuwait Finance House(KFH),
Bubyan Islamic Bank, The International Investor(TII) 등이 있다.
Kuwait Finance House(KFH)는 1977년 5,600만 디나르(1억 8,600만 달
러)의 자본으로 설립되어 2008년 자산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전 세
계 300개 이상의 현지법인 및 지점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이슬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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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증권보유는 쿠웨이트
국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자본을 기업과 일반 소매
업 분야에 걸쳐 운용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KFH)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자산 규모로 23.5%의
성장률을 보였고, 2013년에는 자산 규모 1조 5,000억 달러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KFH)는 현재 무라바하, 마다라바, 무샤라카,
이자라, 이스티스나 등 5개 상품을 모두 제공하고, 수쿡도 발행하고 있다.
Al-Baraka & The International Investor는 1992년 설립된 The International
Investor(TII)로 시작되었으며, 국제적 투자회사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이었다. 2001년 7월 Dallah al-Baraka Group과 합병
하고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TII의 주식을 보유한
쿠웨이트 정부는 새로운 은행에 대하여 34%의 지분을 차지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 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중동에서 셋째로 큰 이슬람 은행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이외에도 1977년 설립된 National Bank of kuwait를 비롯하여 2004년 1
억 달러의 자본으로 설립된 Bubyan Islamic Bank, 2003년 12월 설립된 Al
Manar Financing and Leasing Co., Investment Dar가 있다.
쿠웨이트에는 현재 21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 중 샤리아위원회 적법기관은
6개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다. 샤리아위원회 적법기관은 대부분 투자은
행과 투자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66개의 전체 금융기관 중 샤리아위원
회 적법기관은 111개로 총 41.7%를 차지한다.
❚ 표 5-18. 쿠웨이트 금융기관 현황 ❚
샤리아위원회 적법기관
일반 기관
전체

은행
6
15
21

투자은행
51
44
95

주: 2011년 현재.
자료: 쿠웨이트 중앙은행(CBK), http://www.cbk.gov.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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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
54
57
111

exchange company
0
39
39

쿠웨이트의 이슬람은행 자산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
금융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2010년 중 쿠웨이트의 이슬람금융이 중동지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 세계 이슬람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2005년에 비하여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 표 5-19. 쿠웨이트의 이슬람은행자산 현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쿠웨이트
17.4
23.8
38.8
45.2
47.3
49.5

이슬람은행자산
중동지역
비중
187.5
9.3
117.4
20.3
167.7
23.1
228.9
19.7
219.3
21.6
194.1
25.5

(단위: 십억 달러, %)
성장률

세계
427.2
409.3
513.0
554.8
482.6
271.5

비중
4.1
5.8
7.6
8.1
9.8
18.2

쿠웨이
트

지역

세계

36.4
63.0
16.6
4.6
4.6

-37.4
42.8
36.5
-4.2
-11.5

-4.2
25.3
8.1
-13.0
-43.7

주: 보고된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 자료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표 5-20]과 [표 5-21]은 쿠웨이트 이슬람 은행의 산업별 투자 자산을 보
여준다. 이를 살펴보면, 쿠웨이트 이슬람 은행은 주로 내구소모재와 무역업에
대출하고 있으며, 특히 내구소모재 관련 투자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동산 및 건설업 투자는 10% 정도이나 2005년 2%였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05년 16% 정도의 투자 비중을 차지한 은행 및 금
융기관 투자는 2010년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을 살펴보면, Boubyan Bank는 은행 및 금
융기관, 부동산 및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은
행자산 중 89%에 달하는 10억 달러가 은행 및 금융기관 투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0년 전체 자산 중 4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액에
서는 1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분야 투자의 경우 2005년에는 전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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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2010년 약 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Gulf Investment House는 작
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90%에 달하는 금액이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다.
Kuwait Finance House는 가장 큰 자산규모인 약 4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건설업(29.7%), 은행 및 금융기관(28.11%), 무
역업(20.81%)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업의 경우 2005년
49억 달러에서 2007년 100억 달러로 급격한 성장을 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
와 맞물려 2008년 67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약 93억 달러 규
모로 회복되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와 불황이 무역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
낸다.
Kuwait International Bank의 투자는 부동산 및 건설업, 은행 및 금융기
관, 내구소모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업 분야 투자가
52.2%, 은행 및 금융기관 분야 투자가 33.41%로 두 분야의 투자는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한다.
❚ 표 5-20. 쿠웨이트 이슬람은행의 산업별 투자금액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구
소모재
12,955.3
(45.10)
13,508.2
(47.51)
14,570.5
(44.87)
15,088.7
(33.40)
16,959.9
(35.89)
18,558.8
(49.74)

농업

제조업

425.9
(1.48)
447.4
(1.57)
348.1
(1.07)
533.6
(1.18)
602.6
(1.28)
456.2
(1.22)

620.3
5,588.8
(2.16) (19.46)
349.3
4,872.5
(1.23) (17.14)
719.1
7,081.5
(2.21) (21.81)
1,128.8 12,732.9
(2.50) (28.18)
4,355.5 8,467.0
(9.22) (17.92)
3,209.5 6,878.9
(8.60) (18.44)

무역

운송업
138.4
(0.48)
68.6
(0.24)
112.8
(0.35)
109.6
(0.24)
75.5
(0.16)
60.0
(0.16)

부동산 및
건설업
735.4
(2.56)
773.
(2.72)
1,561.0
(4.81)
2,830.1
(6.26)
3,620.0
(7.66)
4,323.0
(11.59)

은행 및
서비스
금융기관
4,552.3
199.3
(15.85) (0.69)
5,098.0
226.6
(17.93) (0.80)
2,335.3
894.2
(7.19)
(2.75)
2,344.3
968.4
(5.19)
(2.14)
3,574.2 1,429.3
(7.56)
(3.02)
40.1
2,714.2
(0.11)
(7.27)

주: 1) 보고된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 자료임.
2) ( ) 안은 백분율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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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합

3,508.4
(12.21)
3,089.0
(10.86)
4,847.8
(14.93)
9,441.6
(20.90)
8,177.4
(17.30)
1,068.1
(2.86)

28,724
(100)
28,433
(100)
32,470
(100)
45,178
(100)
47,261
(100)
37,309
(100)

❚ 표 5-21. 쿠웨이트 이슬람 전용 상업은행별 산업 투자금액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은행

연도
2005
2006

Boubyan 2007
Bank

2008
2009
2010
2005
2006

Gulf

2007

Investment
House

2008
2009
2010
2005
2006

Kuwait

2007

Finance
House

2008
2009
2010

Kuwait

2007

International 2008
Bank

2009

내구
소모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
(9.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1.60
(12.12)
363.60
(9.76)
373.30
(10.1)

농업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6.20
(4.97)
137.50
(5.48)
106.60
(3.53)
216.10
(6.24)
492.00
(12.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무역

운송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10
(6.71)
5.60
(11.11)
5.90
(12.79)
5.80
(12.79)
4.80
(9.69)
9.50
(86.36)
4,881.90
(30.45)
6,838.30
(31.47)
10,165.50
(39.77)
6,797.30
(23.11)
8,265.60
(20.94)
9,304.10
(20.8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및
건설업
54.30
(4.83)
160.30
(9.23)
558.00
(22.24)
783.90
(25.97)
879.00
(25.37)
937.90
(22.99)
91.80
(32.24)
0.50
(1.01)
0.70
(1.53)
0.70
(1.53)
0.10
(0.26)
0.00
(0.00)
4,440.30
(27.7)
5,803.30
(26.71)
5,337.70
(20.88)
6,375.20
(21.68)
12,585.30
(31.88)
13,278.80
(29.7)
1,689.70
(49.73)
1,921.30
(51.56)
1,928.40
(52.2)

은행 및
금융기관
1,006.00
(89.43)
1,248.10
(71.92)
1,593.60
(63.52)
1,859.50
(61.61)
1,924.10
(55.53)
1,727.00
(42.34)
132.90
(46.64)
34.00
(67.88)
33.10
(72.46)
32.70
(72.46)
42.70
(86.08)
0.00
(0.00)
4,671.20
(29.14)
6,416.60
(29.53)
5,904.50
(23.1)
10,770.70
(36.62)
11,513.20
(29.16)
12,568.60
(28.11)
1,088.80
(32.05)
1,335.50
(35.84)
1,234.20
(33.41)

서비스

기타

총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4.60
(5.74)
240.90
(13.88)
219.60
(8.75)
268.30
(8.89)
445.50
(12.86)
921.80
(22.6)
41.10
(14.42)
10.00
(19.99)
6.00
(13.21)
6.00
(13.21)
2.00
(3.98)
0.40
(3.92)
2,038.10
(12.71)
2,668.50
(12.28)
4,153.10
(16.25)
5,465.60
(18.58)
7,115.20
(18.02)
9,557.60
(21.38)
207.30
(6.1)
106.00
(2.85)
158.50
(4.29)

1,124.9
(100)
1,735.5
(100)
2,508.6
(100)
3,018.4
(100)
3,464.8
(100)
4,078.6
(100)
284.9
(100)
50.0
(100)
45.7
(100)
45.1
(100)
49.6
(100)
11.0
(100)
16,031.4
(100)
21,726.7
(100)
25,560.8
(100)
29,408.8
(100)
39,479.3
(100)
44,709.1
(100)
3,397.5
(100)
3,726.4
(100)
3,694.4
(100)

주: ( ) 안은 백분율임.
자료: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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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레인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중동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에 33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바
레인은 1521년 이후 이란의 지배를 받던 중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
며, 1971년 9월 카타르와 함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 후 바레인은
토후국의 형태였으나 2002년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 현재 바레인은 [표 5-22]와 같이 인구가 약 123만 명이며, 이 중
54%에 해당하는 66만 명이 비 바레인계(non-nationals) 인구로 이루어져 있
다. 한편, 2002년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바레인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샤리
아가 법률의 주요 원천이다. 종교 구성은 80% 이상이 이슬람교이며, 기독교
가 9%, 기타 종교가 약 9.8%를 차지한다.

❚ 표 5-22. 바레인의 국가 개요 ❚
인구
(백만 명)
바레인

1.23

면적
(㎢)

특징

750

- 바레인은 중동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
으며, 3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임.

자료: CIA(2011), World Fact Book.

❚ 표 5-23. 바레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국가

연도

바레인

2000
2005
2010

1인당 소득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미달러, (실질,각국
GDP 비율
(%)
명목)
통화)
11,889.98
5.23
-0.95
10.62
18,322.67
7.85
2.33
10.97
20,474.82
4.09
1.97
4.59

산업구조(%)
1차

2차

3차

0.74
0.39
0.44*

44.50
43.09
44.46*

54.77
56.51
55.10*

주: 산업구조의 경우 자료 연도가 2000, 2005, 2009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1/
weodata/index.aspx;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unstats.un.org/
unsd/snaama/selbasicFa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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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5-23]과 같이 2010년 1인당 GDP
가 약 2만 474달러이고, 경제성장률이 4.1%, GDP 대비 경상수지 4.59%,
물가상승률 1.97%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0년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이 0.44%, 2차 산업 44.46%, 3차 산업이 55.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5-5] WEF의 Financial Development Index 2010에 따르면 바레인은
세계 57개국 기업환경 및 금융발전, 금융시장 등 다양한 측면의 국가간 평가
에서 전체 23위를 차지하여 2009년에 비해 4단계 상승하였다.
특히 기업 환경의 경우 세계 14위를 차지하여 높은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기업에 호의적인 세금구조(1위)와 사업수행의 낮은 비
용(10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바레인의 은행 안정
성(3위)과 국가부채 위험(22위)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바레인의 기업 대출을 통한 자본접근성은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기업
의 해외 직접투자는 11위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접근성은 전체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레인의 금융시장은 도ㆍ소매 은행, 특수 은행, 보험회사, 금융회사, 투자
자문기관, 보험 및 증권 중개인,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전통 금융기관 및 이
슬람 금융기관이 공존하는 특징과 이들 금융기관과 시장이 서로 공존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바레인의 금융시장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으
며, 현재 이로 인해 걸프지역에서 금융센터로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바레인에서 금융 부문은 하나의 대규모 고용자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전체 노동력의 80% 이상이 금융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바레인
국내총생산(GDP) 중 27%를 금융 부문이 기여하는 등 국가 발전의 주요 동
력 중 일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바레인의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바레인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Bahrain)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부터 전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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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감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레인의 은행시스템은 전통은행과 이슬람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는 총 금융자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구성요소이다.
2010년 바레인 전통은행의 경우 19개 소매은행, 69개 도매은행, 2개 특수은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 은행의 경우 6개 소매 은행과 18개 도매은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바레인 금융시장 중 은행 부문은 바레인이 지
역 내 금융센터의 선도자로서 출현하게 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2) 이슬람은행의 연력
바레인은 1975년 중동 최대 금융센터인 베이루트가 내전으로 기능이 약화
됨에 따라 금융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바레인에 오프쇼어 시장이 설립
되면서부터 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설립된 Bahrain
Islamic Bank(BIB)는 바레인 최초 이슬람 은행이자 걸프지역의 세 번째 이
슬람 은행으로서 이후 1980년대부터 오프쇼어 시장을 포함한 많은 이슬람
은행들이 창설되었다.
최근 바레인은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슬람 금융기관들의 선도자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급격히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
는 실정이다. 2010년 현재 바레인은 26개 이슬람은행과 19개 이슬람 보험회
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정부채권(sukuk) 및 리스 채권(leasing securities)
등 이슬람채권(sukuk) 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바레인 이슬람은행의 총 자산은 2000년 19억 달러에서 2009년 6월
2,630억 달러로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은행 자산 중 이슬람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8%에서 2009년 11.1%로 증가하는 등 매
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바레인의 이슬람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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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알 살람, 이스티스나 등 다양하다.
한편 바레인에는 The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AAOIFI), Liquidity Management Centre(LMC), The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Market(IIFM), The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국제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는 바레인이 자국의 이슬람금융 발전뿐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바레인 정부는 이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2011년 7월 기준 바레인 중앙은행에 등록된 바레인의 은행은 소매은행이
30개, 도매은행이 76개이며, 전통은행의 경우 소매은행이 24개, 도매은행이
56개로 각각 전체 은행의 80%와 74%를 차지한다. 한편, 이슬람 은행의 경
우 소매은행이 6개, 도매은행이 20개로 각각 전체 은행의 20%와 26%를 차
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이슬람 은행 중 Arab Islamic Bank는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고 Investment Dar Bank B.S.C는 2009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 표 5-24. 바레인의 은행 및 지점 수 ❚
구분
소매은행
도매은행

은행
전체
30
76

은행수
24
56

전통은행
비중(%)
80
74

지점수
114
0

은행수
6
20

이슬람 은행
비중(%)
20
26

지점수
30
0

주: 2011년 7월 현재.
자료: Central bank of Bahrain, http://www.cbb.gov.bh/home.php.

한편 바레인의 이슬람 은행은 단기투자 채권 및 재무부 채권, 장기 투자
채권,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살람, 부동산, 이스티스나, 카르
드 하산 등 [표 5-25]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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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5. 바레인 이슬람 은행의 제공 서비스 ❚
서비스 종류
Short-term investment and treasury securities, Long-term investment, Murabaha, Ijara, Ijara
installed receivables, Mudaraba, Musharaka, Salam, Real Estate, Securities, Istisna'a, Istisna'a
receivables, Qard Hasan, Investment in Un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Associate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s(PPE)
자료: Central bank of Bahrain, http://www.cbb.gov.bh/home.php.

❚ 표 5-26. 바레인 이슬람 은행 ❚
형태
Islamic Bank Licensees
(Retail)

총 6개 은행

Islamic Bank Licensees
(Wholesale)

총 20개 은행

1

은행명
Al Baraka Islamic Bank B.S.C.(c)

2

Al-Salam Bank-Bahrain B.S.C.

3

Bahrain Islamic Bank B.S.C.

4

Ithmaar Bank B.S.C.

5

Khaleeji Commercial Bank B.S.C.

6

Kuwait Finance House(Bahrain) B.S.C.(c)

1

ABC Islamic Bank(E.C.)

2

Al Baraka Banking Group B.S.C.©

3

Arab Islamic Bank(E.C)

4

ARCAPITA BANK B.S.C.(c)

5

Capinnova Investment Bank B.S.C.(c)

6

Capital Management House B.S.C.(c)

7

Capivest

8

Citi Islamic Investment Bank E.C.

9

Elaf Bank BSC(c)

10

First Energy Bank B.S.C.(c)

11

Global Banking Corporation BSC(c)

12

Gulf Finance House(B.S.C) E.C.

13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B.S.C(c)

14

Investment Dar Bank B.S.C(c)

15

Investors Bank B.S.C.(c)

16

Kuwait Turkish Participation Bank Inc.

17

Liquidity Management Centre B.S.C(c)

18

Seera Investment Bank B.S.C(c)

19

Unicorn Investment Bank B.S.C.(c)

20

Venture Capital Bank B.S.C(c)

자료: Central bank of Bahrain, http://www.cbb.gov.bh/hom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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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바레인 금융시장의 규모는 은행, 증권,
보험 중 은행이 약 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이 0.2%,
채권이 1.4%, 보험이 0.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
시장의 자산규모에서 98%를 차지한 은행의 경우 전통은행이 약 88%, 이슬
람 은행이 약 10%를 차지하여 전통은행의 자산규모가 이슬람 은행의 자산규
모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27. 바레인 금융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증권

은행
전통은행
이슬람은행

규모
221,777.6
25,519.5

비중
88.05
10.13

주식
규모
비중
474.35

0.19

채권
규모
비중
3585.11

1.42

보험
규모

비중

533.40

0.21

주: 2009년 현재.
자료: Central bank of Bahrain(2010), Economic Indicators.

바레인 정부의 공공부채는 2006년 6억 7,910만 BD(Bahrain Dinar)에서
2010년 24억 4,100만 BD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바레인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2010년 Development Bonds가 가장 큰 규
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10년 약 33.6%에 이르는 실정이다.
❚ 표 5-28. 바레인 공공부채 구조 ❚

총계
% of GDP
Development Bonds
Treasury Bills
Islamic Leasing Securities
Al Salam Islamic Securities

2006
679.1
11.4
0
162
472
45.1

2007
616.6
8.9
0
90
508.6
18

(단위: 백만 바레인 디나르(BD Millions))
2008
2009
2010
705
1,348.0
2,441.0
8.5
18.6
33.6
0
55
975
180
415
570
507
860
860
18
18
36

자료: Central bank of Bahrain(2010), Economic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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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와 [표 5-29]에서 알 수 있듯이 바레인 전체 은행의 자산 및 부
채 규모는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
치며 전통은행의 경우 자산 및 부채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이
슬람 은행은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은행은 국내 자산 및 부채의 규모보다 해외 자산 및 부채의 비중
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인 반면, 이슬람 은행은 국내 자산 및 부채 규모와 해
외 자산 및 부채 규모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레인의
이슬람은행들이 자산운용 시 자국 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운용하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즉 바레인의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 신도여서 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공급받을 때는 대부분 이슬람금융으로 받기 때문이다.

❚ 그림 5-4. 바레인의 전통은행과 이슬람 은행 자산 및 부채 규모 ❚
(a) 전통은행

(b) 이슬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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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레인의 전통은행 총 자산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약 2배 증가
한 반면, 이슬람 은행의 경우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총 자산이 약 10배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비록 현재 이슬람은행의 자산이 전통적
은행의 자산에 비하여 10분의 1 수준이지만 향후 이슬람은행의 자산이 더욱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의 글
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해외자산 위주로 자
산을 운영하는 전통적 은행은 큰 타격을 받았으나 국내자산의 비중이 높았던
이슬람은행은 타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표 5-29. 바레인 은행의 자산 및 부채 규모 ❚

전
통
은
행

이
슬
람
은
행

구분
자 국내자산
해외자산
산 총 자산
부 국내부채
해외부채
채 총 부채
자 국내자산
해외자산
산 총 자산
부 국내부채
해외부채
채 총 부채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1,812.4 11,988.9 14,546.7 18,231.1 21,359.5 27,632.1 37,553.6 48,492.1 42,179.8 45,826.6
90,917.2 62,007.1 86,388.1 100,682.0 119,022.2 159,708.2 208,270.2 203,862.3 179,597.8 176,351.1
102,729.6 73,996.0 100,934.8 118,913.1 140,381.7 187,340.3 245,823.8 252,354.4 221,777.6 222,177.7
15,593.2 15,846.6 18,547.6 22,220.9 27,232.4 34,066.0 44,393.8 54,480.1 47,661.8 50,837.9
87,136.4 58,149.4 82,387.2 96,692.2 113,149.3 153,274.3 201,430.0 197,874.3 174,115.8 171,339.8
102,729.6 73,996.0 100,934.8 118,913.1 140,381.7 187,340.3 245,823.8 252,354.4 221,777.6 222,177.7
1161.5 1359.0 2076.6 2535.2 3892.9 5806.9 9504.2 11839.7 12218.3 12363.3
1296.6 1552.8 2080.3 2899.0 4116.5 6401.4 6925.8 12812.5 13301.2 12993.2
2458.1 2911.8 4156.9 5434.2 8009.4 12208.3 16430.0 24652.2 25519.5 25356.5
1,216.6 1,634.3 2,232.4 3,186.4 4,667.5 6,837.7 10,458.7 12,642.0 13,909.5 13,524.0
1,241.5 1,277.5 1,924.5 2,247.8 3,341.9 5,370.6 5,971.3 12,010.2 11,610.0 11,832.5
2,458.1 2,911.8 4,156.9 5,434.2 8,009.4 12,208.3 16,430.0 24,652.2 25,519.5 25,356.5

자료: Central bank of Bahrain, Statistical Bulletin,
http://www.cbb.gov.bh/page.php?p=statistical_bulletin.

한편 바레인 은행의 수익성은 [표 5-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9월
기준 전통은행과 이슬람 은행의 수익성과의 경우 소매은행 및 도매은행 모두
전통은행보다 이슬람 은행의 수익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슬
람 은행의 ROE는 소매은행이 31.4%, 도매은행이 11.3%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2009년 3월과 9월 지표에 따르면 소매은행이나 도매은행 모두
전통은행과 이슬람 은행의 ROA, ROE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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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레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친 효과가 이슬람은행이나 전통은행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 표 5-30. 바레인 전통은행 및 이슬람 은행의 수익성과 ❚

ROA 국내은행(%)
ROA 외국은행(%)
ROE 국내은행(%)

ROA 국내은행(%)
ROA 외국은행(%)
ROE 국내은행(%)

ROA(%)
ROE(%)

ROA(%)
ROE(%)

전통적 소매은행
2008.09
1.1
1.2
9
전통적 도매은행
2008.09
0.8
0.4
5.4
이슬람 소매은행
2008.09
5
31.4
이슬람 도매은행
2008.09
1.5
11.3

자료: Central bank of Bahrain(2009), Financial Stability Report.

182│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2009.03
0.4
0.6
5.7

2009.09
0.9
1.3
8.1

2009.03
0.5
0.03
3.9

2009.09
0.1
0.7
1

2009.03
0.5
3.5

2009.09
0.8
5

2009.03
0.2
1.0

2009.09
0.3
1.2

제6장
이란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이란은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공식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다. 오래 전부터 이란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시작된 지 약
1,400년 만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화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
한 이란은 세계에서 여덟째로 큰 면적의 국가이며, 이란 국토는 남부와 북부
에 있는 두 개의 산맥과 함께 이란 고원, 평야지대, 페르시아만 연안지방의 3
개 지형구로 구분되어 있다.
이란의 인구는 [표 6-1]과 같이 2010년 7,535만 명이며, 페르시아족, 아제
르바이잔족, 길란-마잔다란족, 쿠르드족, 아랍족, 루르족, 발루치족, 투르크멘
족 및 기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은
페르시아족으로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이란민의 대부분은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으며,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
는 사람도 일부 존재한다. 이 밖의 종교로는 기독교, 조로아스터교가 있다.
이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98%를 차지하는데, 이 중 시아파가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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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파가 4~8%이며, 기타 종교는 2%를 나타낸다.
이란의 경제적 특성은 [표 6-2]에서와 같이 2010년 1인당 GDP는 약
4,740.85달러이고, 경제성장률은 1.03%, GDP 대비 경상수지는 6.04%, 물가
상승률은 12.5%이며, 2009년도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이 11%, 2차 산업이
45.9%, 3차 산업이 43.1%를 차지하고 있어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6-1. 이란의 국가개요 ❚
인구
(백만 명)

75.35

산업구조
(GDP 비중, %)
1차
2차
3차

면적
(㎢)

1,648,195

11%

특징

∙아라비아반도와 인도대륙 사이의 국가로서 남
쪽으로 페르시아만 연안에 접해 있음
∙ 1918년 페르시아-영국조약으로 영국보호령이
45.9% 43.1%
되고,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
∙ 1979년 4월 1일 반정부 이슬람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가 이슬람공화국을 수립
∙인구의 98%가 이슬람교

자료: CIA(2011), World Factbook.

❚ 표 6-2.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00
2005
2010

1인당 소득
(명목, US$)
1,514.97
2,746.48
4,740.85

경제성장률
(실질, NC)
5.14
4.67
1.03

경상수지/GDP
(%)
12.96
8.85
6.04

물가상승률
12.8
10.4
12.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1/
weodata/index.aspx;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unstats.un.org/
unsd/snaama/selbasicFast.asp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정부는 모든 민간 은행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은행
시스템은 후에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출에 대한 이자를 운
영요금으로 대체하는 이슬람금융을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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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의 은행 시스템은 모든 국가보유 은행 및 민간 은행에 대한
감독과 통화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은행 본사는 이
란의 수도인 테헤란(Teheran)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업은행 중 정부 소유의 상업은행들
은 정부 대출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란의 중앙은행은 은행 부문의 자유화와 산업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상업은행들의 부분 민영화 및 자본 재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0년 테헤란 주식거래소(Teheran Stock Exchange)에는 330개 이상의 회
사들이 등록 및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란 보험회사의 경우 2008
년 보험 거래액은 GDP의 약 1%를 차지하며, 정부 소유의 5개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4개의 보험회사는 상업 보험 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Iran Insurance Company가 가장 큰 규모의 보험회사
이며, 이밖에 Asia Insurance, Alborz Insurance, Dana Insurance가 있다.
한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과 이란의 상업은행 및 금융시장의 현황
은 [표 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이란의 상업은행 수 및 은
행과 기타예금 취급기관 수의 절대적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이란의 경
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인구 10만 명당 은행 및 기타예금취급 기관, ATM기기 수는 한국이 높아
금융시장 접근성에서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
만 명당 은행지점 수는 오히려 이란이 높게 나와 은행 지점을 통한 시장 접
근성은 이란이 더욱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
표에 의해 한국과 비교하여 이란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상업은행의 지점 수 및 ATM기기 수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아 금융시
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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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이란의 금융서비스 접근도 ❚
은행
연도

은행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
10
12
13
13
14

지점수

ATM

14,238
14,371 2,289
14,586 4,458
14,961 7,468
15,671 9,917
12,959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지점수

은행지점/
성인인구
(10만명)

15
15
17
18
18
20

16,980
17,145
17,445
17,858
18,662
-

28.78
28.28
28.00
28.10
28.85
-

은행+기타
예금취급
기관지점/
성인인구
(10만명)
34.33
33.75
33.50
33.55
34.36
-

ATM/
성인인구
(10만명)

4.50
8.55
14.01
18.24
23.83

자료: IMF(2011), Financial Access Survey(FAS).

2. 이슬람은행의 연력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에 경제ㆍ사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
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979년 6월 은행의 국유화를 시행하였고, 국내 34
개 은행을 6개 상업은행과 3개의 특수은행으로 재편하였다.
이란의 이슬람 은행은 1981년 이슬람 금융 개시를 위해 기존 자산에 대한
이자를 서비스료와 수익 분배율로 전환하였으며, 1983년 이슬람 은행법이 개
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1986년 정치가들에 의해 이슬람 정부
의 통합된 부문으로 은행의 시스템 전환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은행은 정부의 산하 기관과 같은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이란 정부는 은행 부문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1994년
중앙은행은 민간 신용기관 인허가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1998년 해외 은행들
이 이란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전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받았다.
2009년 세계 샤리아 적법 자산 혹은 이슬람금융 자산은 약 4조억 달러에 달
하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샤리아위원회 적법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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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세계 상위 100개 이슬람 은행 자산 중
40%가 이란의 이슬람 은행 자산이며, 이란은 세계 이슬람 금융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서 세계 2위 국가와 약 두 배 안팎의 차이를 보인다.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2010년 현재 이란의 은행은 [표 6-4]에서와 같이 정부소유 상업은행, 정부
소유 특수은행, 민간은행, Gharzolhasaneh banks, Near-bank의 다섯 가지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소유의 상업은행이 5개, 정부소유의 특수은행이
5개, 민간은행이 17개, Gharzolhasaneh banks 1개, Near-bank 1개로 이루
어져 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6-5]에서 확인할 수 있다.63)
대부분의 민간 및 정부 소유 은행들은 테헤란(Teheran)의 본사를 중심으로
이란 전국에 걸쳐 지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0년 민간은행의 지점은 약
7,800여개, 정부 소유 은행의 지점은 약 5,500여개에 달한다. 이란의 정부소
유 이슬람 은행은 [표 6-6]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표 6-4. 이란의 은행 및 지점 수 ❚
은행

구분
Commercial Government-Owned banks

은행 수
3

지점 수
3,990

Specialized Government banks

5

1,561

Non-Government-Owned banks

17

7,853

Gharzolhasaneh banks

1

0

Near-bank

1

0

주: 2010년 현재.
자료: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nual Report, 2009/2010.

63) Gharzolhasaneh banks는 이란 고유의 은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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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5. 이란의 이슬람은행 제공 서비스 ❚
Mozarebeh, Je'aleh, Legal Partnership, Civil Partnership, Installment Sale, Ghardh Al
Hassaneh, Mozare'eh, Lease to Own, Salaf, Discounting, Mosaghat,
자료: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표 6-6. 이란의 이슬람은행 ❚
형태

은행명

정부소유 상업은행

Bank Melli Iran, Post Bank of Iran, Bank Sepah

정부소유 특수은행

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Bank of Industry & Mine,
Bank Keshavarzi, Bank Maskan, Cooperative Development Bank

민간은행

Eghtesad Novin Bank, Karafarin Bank, Parsian Bank,
Pasargad Bank, Saman Bank, Sarmayeh Bank, Sina Bank,
TAT Bank, City Bank ,Day bank, Ansar Bank, Bank Mellat,
Bank Refah, Bank Saderat Iran, Bank Tejarat,
Hekmat Iranian Bank ,Tourism Bank

Gharzolhasaneh
Banks

Gharzolhasaneh Mehr Iran Bank

Near-bank

Credit Institution for Development

주: 2010년 현재.
자료: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nual Report, 2009/2010.

최근 이란 이슬람은행의 자산규모는 [표 6-7]과 같다. 이란은 모든 은행이
이슬람은행이기 때문에 전체 은행의 자산규모와 이란 이슬람은행의 자산규모
가 같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란 이슬람은행의 자산은 지난 2005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하였다. 명목상으로 이슬람은행 전체의 자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
라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자산의 규모 역시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다.64)

64) 이란의 1월은 보통 일반적인 그레고리력의 3월 2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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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7. 이란 이슬람은행의 자산 현황 ❚

은행총자산
(증가율)
소비자물가
실질은행자산
증가율

2004/
2005
2,212.74
100
2,212.74

2005/
2006
2,804.59
(26.7)
110.4
2,540.39
(14.8)

2006/
2007
3,682.02
(31.3)
123.5
2,981.39
(17.4)

2007/
2008
4,848.68
(31.7)
146.2
3,316.47
(11.2)

(단위: 이란 조 리알, %)
2008/
2009/
2009
2010
5,392.87
6,092.93
(11.2)
(13.0)
183.3
203
2,942.10
3,001.44
(-11.3)
(2.0)

자료: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nual Report,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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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정도
2

말레이시아 국토는 32만 9,758km 규모로, 동남아 말레이반도의 적도지역
에 위치하여, 국토의 3/4이 밀림 및 습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표 7-1]과 같이 2010년 기준 2,825만 1,000명으로 인구의 60% 이
상이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세 개의 연방지구(혹은 연방직할령)로 구성되어
있다. 1959년 14개 주로 독립한 후, 1965년 싱가포르가 탈퇴하여 13개로 줄
어들었다. 연방지구로는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및 라부안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종교가 혼재하는 다종
교 국가이다. 일반적인 종교는 이슬람교, 불교, 도교, 힌두교, 기독교 등이 있
다. 2000년의 정부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60.4%가 무슬림(수니파,
시아파 전부)이며, 불교 신자가 19.2%, 힌두교 신자가 6.3%, 기독교인이
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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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 말레이시아의 국가 개요 ❚
인구
(백만 명)

28.251

면적
(㎢)

329,847

농업

산업구조(%)
제조업 서비스업

9.1%

41.6%

49.3%

특징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크게 말레이 반도의 서말레이시아, 보르
네오섬 북부의 동말레이시아 두 부분으
로 나뉜다.

자료: CIA(2011), World Fact Book.

❚ 표 7-2. 말레이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연도
2000
2005
2010

1인당 소득
(달러기준,
명목)
4,029.68
5,212.94
8,423.18

경제성장률
(%, 실질,
각국 통화)
8.68%
5.332%
7.156%

경상수지/
GDP 비율
(%)
9.049%
15%
11.817%

산업구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8.3
8.2
10.4

46.8
48.7
43.6

44.9
43.1
46.0

자료: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12.html.

말레이시아는 주로 주석, 팜유, 석유를 생산, 수출하며, 제조업과 관광업을
주요 산업기반으로 삼고 있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2010년
국내총생산(GDP)은 5,583억 8,200만 링기트(2,379억 5,900만 달러)이고, 1
인당 소득 1만 9,765.39링기트(2010년 기준, 8,423.18달러), 물가상승률
13.96%, 실업률 3.3%를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 경제 및 금융발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말레이시아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기간 중 매우 급격한 외환부족 사태를 겪었지만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달리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이들 3국은 급격한 외환부족사태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자금 지원을 받아 외환시장을 자유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를 실시
함과 함께 고정환율제도로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하였기 때문이다.65)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과거 전적으로 농업, 광업 등 1ㆍ2차 산업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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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주석, 천연고무, 팜유 생산국으로 1960년대 만
해도 주요 수출품이 주석과 팜유였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말레
이시아는 동남아국가 중 셋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었으며, 주요 산업
도 관광업과 제조업으로 전환되었다.
말레이시아 농업의 주산물은 쌀, 고무, 코프라 등이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
지만 쌀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자급자족하지 않고 매년 다량의 쌀을 수입
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개사업 실시, 벼의 품종 개량 등을 통해 생산량을 증
가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고무 생산국으로,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합성고무의 발달, 고무 농원 노동자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은 Bursa Malaysia 또는 Malaysia Stock Exchange
(MYX)를 통해 운영된다. Bursa Malaysia는 1930년에 처음으로 생겼고 주
요한 지수는 KLCI(Kuala Lumpur Composite Index)다. 2010년 6월 말에
3,070억 달러 상당의 시장자본화가 이루어졌다. KLCI 지수와 더불어
FMB30과 FMBEMAS 같은 또 다른 지수들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공식화폐
는 말레이링기트(MYR)이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Bank Negara Malaysia’
고 CIMB 그룹은 하나의 유니버셜은행과 9개 상업은행으로 이루어졌다. 상업
은행과 주요 외국 투자 은행은 [표 7-3]과 같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상업은행 및 금융시장의 현
황은 [표 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말레이시아의 상업은행
수 및 은행과 기타예금 취급기관 수의 차이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서도 은행 수는 또 같이 유지되고 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 은행지
점 ATM기기 수는 한국이 높아 금융시장 접근성에서 한국이 더 앞서 있는

6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 동아시아의 금융구조조정과 성과, 200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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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 한국과 비교하여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 수, ATM기기 수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
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7-3. 말레이시아의 주요 은행 ❚
형태
Commercial
Government Owned
Banks

Foreign Investment
Banks

은행
Affin Bank Berhad, RHB Bank Berhad, EON Bank Berhad,
CIMB Bank Berhad, AmBank Berhad,
Hong Leong Bank Berhad, Public Bank Berhad,
Alliance Bank Berhad, Malayan Banking Berhad (Maybank)
ABN AMRO Bank, Bank of America, Bangkok Bank,
Bank of China, Citibank, Bank of Tokyo-Mitsubishi UFJ,
Deutsche Bank,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HSBC Bank Malaysia, The Standard Chartered Bank,
JPMorgan Chase &Co.Bank, The Bank of Nova Scotia,
United Overseas Bank

주: 2010년 현재.
자료: http://finance.mapsofworld.com/finance/market/malaysia.html.

[표 5-5]의 WEF가 발표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발전지수는 2010년 17위
로 24위를 기록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의 재
무적 안정성은 [표 7-6]과 같이 세계 제3위에 랭크되어 있다.
❚ 표 7-4. 말레이시아의 금융서비스 접근도 ❚
은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수 지점수 ATM수
23
23
22
22
22
22

2,276
2,072
1,952
1,968
1,979
1,999

4,708
4,892
5,176
6,348
6,938
8,982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지점수

은행지점/
성인인구
(10만명)

35
39
42
47
54
54

2,429
2,244
2,139
2,245
2,271
2,298

13.38
11.90
10.95
10.77
10.57
10.68

은행+기타
예금취급
ATM/
기관지점/ 성인인구
성인인구 (10만명)
(10만명)
14.35
27.41
12.98
27.80
12.09
28.70
12.40
34.36
12.29
36.67
12.43
47.47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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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5. 말레이시아 금융발전 지표 순위 ❚
rank
1
2
3
17
21
24

국가
미국
영국
홍콩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한국

점수
5.12
5.06
5.04
4.2
4.03
4.00

주: 2010년 현재.
자료: World Economic Forum,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10.

❚ 표 7-6. 말레이시아 은행의 재무 안전성 ❚
rank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말레이시아

1
2
3

점수
6.11
5.75
5.68

주: 2010년 현재.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0),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 이슬람금융의 연혁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금융은 1969년 순례자자금위원회(Pilgrim Fund
Board)가 메카 성지순례를 계획하는 이슬람교 신자의 저축예금을 유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1983년 이슬람 금융제도를 시행했다. 이슬람 금융 전
개는 2006년까지 총 3단계 시기구분이 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금융의 발전 단계는 [표 7-7]과 같이 3단계로 구분
된다. 첫째 단계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으로 이슬람은행법(Islamic
Banking Act)이 제정되어 최초의 이슬람은행인 Bank Islam Malaysia
Berhad(BIMB)가 설립되었다.
둘째 단계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로 무이자은행제도가 도입되고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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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이슬람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된 기간이다. 이로 인해
이슬람금융 전용은행은 겸용은행과 경쟁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효율성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이슬람 은행들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
여 이슬람은행간 단기금융시장이 개설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뱅
크네가라(Bank Negara)와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각각 내부
샤리아위원회(SAC: Shariah Advisory Council)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샤리아 적격성을 평가하는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표 7-7.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 단계 ❚
연도
1983
1기
1989
1993
1994
1996
2기
1997
1999

3기

2001
2002
2004
2005
2006

내용
이슬람 은행법 제정, 뱅크 이슬람 말레이시아(BIMB) 설립
은행 및 금융기관법(BAFIA) 제정
무이자 은행 시스템 도입, 일반 은행의 이슬람 은행사업 진출
이슬람은행의 은행간 시장 창설
증권위원회 내 샤리아위원회 설립
뱅크네가라 말레이시아 내 샤리아위원회 설립
복수 은행의 이슬람 은행 부문을 합병(뱅크 무아라마트 설립)
중앙은행의 금융 부문 마스터플랜 발표
재무성과 증권위원회가 자본시장 마스터플랜 발표
외국자본 이슬람 은행 3개 영업면허 공포에 대한 중앙은행 발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슬람 은행 영업면허 획득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이슬람금융 자회사로의 출자비율 상한 49%로 확대
뱅크네가라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구상 발표
이슬람은행 및 이슬람 보험업자에 대한 외화거래 승인
국내외 기업에 국내시장에서 외화 단위의 채권 발행 인가

자료: 김종원ㆍ宮崎哲也(2008), 이슬람 금융이 다가온다.

셋째 단계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로 이슬람금용사업의 국제화를 목표로
자본시장 육성플랜이 발표된 이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계의
세 개 이슬람은행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은행의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외
국은행에 의한 현지 이슬람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상한도 종래 30%에서 49%
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중앙은행이 발표한 국제이슬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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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MIFC: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er)의 구성을 이
어받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행들과
이슬람보험업자들의 외화거래가 허용되었고,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에서 외화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2007년부터 10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조치가 시행되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은 샤리아위원회 해석 표준화에 있어 샤페이(Shafi’i)
파의 견해에 의거한다. 이는 중동걸프지역의 하나피(Hanafi)파나 사우디아라
비아의 한발리(Hanbali)파보다 유연한 해석을 제시한다.66) 2002년 말레이시
아에서 조성된 이슬람채권을 중동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샤리아위원회 부적
격이라고 판단되어 매각을 불가했던 사례는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말레이시아 이슬람은 보다 유연한 샤페이파의 견해를
수용하여 샤리아위원회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판정된 금융서비스가 보다 경직된 중동의 학파에 기초할 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및 중앙은행인 뱅크네가라의 내부에는 각각
샤리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서 샤리아위원회 해석의 통일성 및 정
합성이 유지 및 보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동의 걸프 지역 국가에서는
정부 및 공적 기관 내부에 샤리아위원회가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는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샤리아 해석은 개별 이슬람 금융기관이나
이슬람 법학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 한 국가내에서조차도 샤리아
정합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국가 수준에서 샤리아 정합성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진다.
현재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및 뱅크네가라 샤리아위원회는 설치법상 자문

66) 샤리아위원회 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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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므로 샤리아 해석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결과 개별 금융기
관이 샤리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슬람 금융거래를 구
속하기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67)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말레이시아 이슬람 은행 자산은 국가 전체 금융자산의 20.7%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이슬람금융의 11.5%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 자산은 매
년 평균 20% 내외 증가하여 2007년에 651억 달러에서 2010년에 1,02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슬람은행 분야는 소매 기반으로 된 상품부터 프로
젝트 파이낸싱까지 포함하는 47개 상품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에
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기관 중 하나인 KFH(Kuwait Finance
House)가 외국은행으로 들어와 있다.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은행은 아태지역
에서도 규모가 큰 메이뱅크(Maybank)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둘째로 큰 금융
서비스 그룹의 자회사이자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슬람금융 서비
스를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은행들은 전체 Top 500 이슬람은행들 중 대부분
100위권 내에 있으며, 전체 이슬람금융 서비스나 이슬람금융 창구를 제공하
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2004년 후
에 설립됐다. 이러한 전용은행은 주로 상업은행의 형태로 운영된다.

67) 말레이시아 자본시장 마스터플랜 및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MIFC) 구상에
따르면 향후 이들 두 가지 샤리아위원회를 통합하여 단일의 국가 샤리아위원회가 설립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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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8.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의 자산총액과 증가율 ❚

연도

(단위: 십억 달러, %)
세계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자산 성장률

전체은행자산

이슬람은행비중

이슬람자산

세계비중

390.9

16.7

500.5

13.0

3.1

428.2

15.7

639.1

10.5

86.5

28.9

456.4

19.0

822.1

10.5

102.7

18.7

495.9

20.7

894.9

11.5

2007

65.1

2008

67.1

2009
2010

자료: The Banker,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2010. London, UK.
Bank Negara Malaysia, http://www.bnm.gov.my.

❚ 표 7-9. 세계 500대 이슬람 은행 중 말레이시아은행 순위 ❚

15

Bank Rakyat

상업은행

운용
형태
W

17

MayBank Islamic Berhad

상업은행

S

23

BIMB Holdings

상업은행

S

-

27

CIMB Islamic Bank Berhad

상업 및 소매은행

S

2004

32

Public Bank Islamic Berhad

소매은행

S

2008

41

AMMB Holdings

상업은행

W

2006

42

AmIslamic Bank Berhad

상업은행

S

2006

45

Bank Muamalat Malaysia Berhad

상업은행

S

-

55

Cagamas Berhad

상업은행

W

-

65

RHB Islamic Bank Berhad

상업은행

S

2005

72

Hong Leong Islamic Bank Berhad

상업은행

S

-

82

Eoncap Islamic Bank Berhad

상업은행

S

-

85

Affin Islamic Bank

상업은행

W

2006

86

HSBC Bank Berhad

상업은행

W

-

순위

기관

기관형태

서비스
시작
2003
2008

88

Etiqa Takaful Berhad

보험회사

S

2007

92

Al Rajhi Banking&Invetment Corporation

상업은행

S

2007

94

Bank Simpanan Nasional Bank

개발 금융 기관

W

1974

96

Alliance Islamic Bank Berhad

상업은행

S

2008

99

OCBC Al-Amin Bank

투자은행

S

2008

100 SC Saadiq Malaysia Berhad

상업은행

S

2008

106 Syarikat Takaful Malaysia

보험회사

S

1984

113 Malaysia Building Society

주택금융조합

W

-

주: 운용 형태에 있어 S는 이슬람 전용은행, W는 이슬람 창구를 의미함.
자료: The Banker,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November 2010,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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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레이시아 수쿡 시장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수쿡의 3/4을 발행한다. 2001년 말레이시아의 쿰풀
란 구드리(Kumpulan Guthrie)사가 세계 최초로 1억 5,000만 달러의 글로벌
이슬람 회사채(Sukuk Ijarah)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세계 최초
로 6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국채를 발행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수쿡 중 말레이시아 통화로 발행된 수쿡은 148억
700만 달러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미국 통화, 즉 달러화로
발행된 수쿡은 28억 6,500만 달러에 불과하고, 말레이시아 수쿡 발행규모의
14%에 그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통화 표시 발행
은 각각 10억 3,500만 달러, 7억 4,700만 달러, 3억 200만 달러, 2억 1,600
만 달러에 불과하여 발행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수쿡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슬
람금융 육성정책에 기인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찍이 중동 여유자금의 존
재를 인식하고 비이슬람권 국가에 자금 중개를 통하여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즉,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서구나 비이슬람 국가와 원만한 외교 및 경제관계를
유지하여 중동국가와 비이슬람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은행 내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쿡 관
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이슬람금융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IBIS) 및 International
Centre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INCEIF)와 같은 관련 기관을 정
부 주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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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1. 미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미국은 국토의 면적이 937만 2,615㎢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국가
로서 [표 8-1]과 같이 인구는 약 3억 870만 명이며, 종교 분포는 개신교
52%, 로마가톨릭교 24%, 모르몬교 2%, 유대교 1%, 무슬림 1%, 기타종교
10%, 무교 10%로 이루어져 있다.

❚ 표 8-1. 미국의 국가 개요 ❚
인구
(백만 명)

308.7

면적
(㎢)

9,372,615

농업

산업구조(%)
제조업 서비스업

1.1

18.9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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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특징
•
•
•
•

북아메리카에 위치
온대 또는 냉대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
종교：개신교 52%, 로마가톨릭교
24%, 모르몬교 2%

미국의 1인당 GDP는 [표 8-2]와 같이 4만 8,665달러 내외이고, 2011년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3.2%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은 2.2% 수준이다. 미국의 산업은 80% 이상이 서비스
업에 치중되어 있을 정도로 서비스업 중심 국가이고 농업의 비중은 1% 내외
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상업은행 및 금융시장의 현황은 [표 8-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미국의 상업은행 수, 상업은행 지점 수, ATM기기 수,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 수,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 지점 수 등의 절대적인 수치가 상
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성인인구 10만 명당 은행과 기타예금 취
급 기관 지점 수 및 성인인구 10만 명당 ATM기기 수는 한국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행 규모면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은행 접근성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으나 성인인구 10만 명당 ATM기기 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
국이 미국보다 접근성이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표 8-2.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인당 소득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소비자
(미달러, 명목) (실질,%) GDP 비율 물가상승률(%)
35,251.93
4.1
-4.2
3.4
36,064.52
1.1
-3.9
2.8
36,949.99
1.8
-4.3
1.6
38,324.38
2.5
-4.7
2.3
40,450.62
3.6
-5.3
2.7
42,680.64
3.1
-5.9
3.4
44,822.96
2.7
-5.9
3.2
46,577.19
1.9
-5.1
2.9
47,155.32
0
-4.7
3.8
45,934.47
-2.6
-2.7
-0.3
47,283.63
2.8
-3.2
1.6
48,665.81
2.8
-3.2
2.2

농업
1.0
1.0
0.9
1.0
1.2
1.0
0.9
1.0
1.1
0.9
1.1
-

산업구조(%)
제조업 서비스업
21.7
77.2
20.8
78.3
20.0
79.1
19.8
79.1
20.3
78.5
20.3
78.4
20.7
78.3
20.4
78.8
19.8
78.9
18.6
80.3
18.9
80.0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Accoun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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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3. 미국의 금융서비스 접근도 ❚
은행
연도

은행+
은행+기타
기타예금
은행+기타
은행지점/
ATM/
예금취급
취급기관
예금취급
성인인구
성인인구
기관
지점/
기관
(10만 명)
(10만 명)
지점 수
성인인구
(10만 명)

은행수

지점수

ATM수

2004

7,556

67,975

383,000

18,307

87,217

32.61

45.57

165.38

2005

7,446

70,363

396,000

17,822

91,046

33.25

46.53

169.23

2006

7,323

72,868

395,000

17,399

94,356

33.89

47.23

166.93

2007

7,207

75,867

415,321

16,980

98,414

34.71

48.21

173.53

2008

7,010

77,963

406,145

16,449

100,745

35.13

48.44

167.89

2009

6,771

80,961

425,010

15,907

117,270

36.27

55.05

175.69

자료: IMF(2011), Financial Access Survey.

[표 5-5]의 WEF에서 추정한 금융발전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과
2010년 세계 1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제도적 환경, 영업 환
경, 금융안정성, 은행금융서비스, 금융시장, 금융접근성 등 다양한 부분의 국
가 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특히 금융중개 기능에서 강점을 보였으며, 비은행금융서비스 부문
에서 1위를 차지하고, 금융시장 부문 역시 1위, M&A 활동은 2위를 기록했
으며, 증권화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금융안정성 부문은 39위, 은행시
스템 안정성은 52위, 통화안정성 부문은 41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이슬람은행의 연력
미국의 이슬람 금융은 1945년 시카고에서 The Devon Bank가 설립됨으
로써 시작되었다. The Devon Bank는 소규모 지방은행으로 직원 대다수가

202│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이슬람교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은행은 샤리아위원회는 없지만, 아메리카 샤
리아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상품을 심사받았다. 당시 모든 샤리아 적합 상품은
미국 연방법에 따랐고, 주요 상품은 주택금융이었다. The Devon Bank가 제
공한 주택금융 상품은 무라바하와 이자라 방식의 주택금융이었다. 무라바하
방식의 주택금융은 최초 예금을 지급한 후 15~30년간 월 분할 지급하는 상
품이었고 이자라 방식의 주택금융은 월 분할상환금에 임대료를 더하여 지급
하는 방식이었다.
1987년에는 LA에서 미국 무슬림 단체에 의해 LARIBA American Finane
House가 설립되었고,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이슬람금융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으며, 2005년에는 뉴욕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슬람 금융이
제공되도록 허가받았다. 그 이후 LARIBA American Finane House는 휘티
어 은행과 협약하여 뉴욕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이슬람 금융 상품을 유통
시키기 위해 ‘사회책임은행’을 계획했다. LARIBA American Finane House
의 주요 상품은 주택상품이었고,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휘티어 은행을 통해
영업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은행으로는 최초로 HSBC가 2000년대 초 미국 이슬람 금융
시장에 진입했고, 2002년 뉴욕주를 중심으로 무라바하를 이용한 이슬람 주택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상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
지 못하자 HSBC는 2006년 들어 이슬람 은행업을 청산했다. 이와 같은 시기
에 미시간주의 앤아버에서 University Bank가 이슬람 은행업을 시작했고, 소
매 은행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1990년대 후반이
다. 당시 이슬람 은행이 점차 금융서비스 공급을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통화
감독청은 이슬람 상품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즉, 1997년 미 통
화감독청은 이자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1999년에는 무라바하의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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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미국에서 이슬람 금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회는 미국은행의
법적ㆍ규제적 틀과 이슬람 금융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의 금융관련법과 규제는 이슬람 금융의 일정부분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개괄
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이자에 기반을 둔 상품을 위해 고안된 미국
의 법과 규제들을 이슬람 상품에 적용하는 것에는 일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이슬람 금융 상품에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또
한 이슬람 금융에 대한 비판자는 이슬람 금융과 정치적인 의제 간의 연계가
능성이나 테러자금과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슬람 금융 활용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슬람금융이 새로운 영업 분야를 제공하고,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
체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미국의 이슬람 은행 및 금융 현황
미국의 이슬람 전업은행은 [표 8-4]와 같이 미시간주 앤아버의 University
Bank Islamic Financial Corporation 1개가 있으며, 이슬람 창구를 가진 은
행은 Bank of Whittier, Devon Bank 2개가 있다. 이슬람 은행 수는 미국
전체 상업은행에서 약 0.05%를 차지한다. 이슬람 은행의 자산 규모 역시 [표
8-5]와 같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슬람은행은 비록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
나 실제 사용자 수나 제공 규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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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4. 미국의 은행 수 ❚
은행
전체

은행 수

전통은행
비중(%)

은행 수

이슬람 은행
비중(%)

6,532

6,529

99.95

3

0.05

주: 2010년 현재.
자료: FDIC, The Banker.

❚ 표 8-5. 미국 이슬람은행의 자산 및 부채 규모 ❚
구분
University Bank Islamic
총자산
샤리아 적합자산
Financial Corporation
총자산
Bank of Whittier
샤리아 적합자산
총자산
Devon Bank
샤리아 적합자산

2006년
20.05
20.05
-

2007년
35.6
35.6
-

2008년
-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304.9
304.9

자료: The Banker.

반면 미국 내에서 이슬람증권 관련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이슬람 증권이 발전하게 된 혁신적인 계기는 1999년 2
월 9일 Dow Jones Islamic Index(DJIMI)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샤리
아위원회가 인정한 샤리아 적격 기업이 편입된 DJIMI의 개발을 통해 샤리아
를 따르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샤리아 적격 여부를 분석할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종래 중동지역으로 국한되었던 샤리아 적격 투
자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DJIMI는 샤리아 적격 비즈니스 선정, 재무 건전성 분석, 모니터링이라는
세 가지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샤리아 적격 기업을 선정하였다.
첫째 단계는 샤리아 적격 비즈니스 선정 단계로 DJIMI에 편입할 기업이
샤리아 격적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는 발행된 증권의 샤리아
적법성 여부 검토와 사업 활동의 샤리아 적격 여부 검토의 세부적인 두 단계
절차를 거친다. 즉, 기업이 발행하려는 증권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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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닌 경우 투자가 금지되며, 도박, 주류, 담배 및 무기 등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샤리아를 위배하는 경우이므로 투자가 배제된다.
둘째 단계는 앞서 설명한 첫 번째 단계를 충족한 기업에 한해 해당 기업의
재무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충족해야 할 재무비율은 12개월
평균시가 자본 총액 대비 부채 비율과 회사 현금 및 이자지급부 증권 총액의
비율, 매출채권의 총금액 비율이 각각 3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재무비율기준은 해당 시점의 정보와 기술에 기초하여 판단되지만 사후의 추
가적 정보와 기술에 의해 그 판단결과가 수정되기도 한다.
셋째 단계는 앞서 설명한 첫째와 둘째 단계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샤리아위원회 분기별로 심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점검활동을 통해 사후 사업 활동 및 재무
비율에 변화가 발생한 기업에 투자금지 등의 제한을 줄 수 있다.

2. 영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영국은 [표 8-6]과 같이 24.4만 ㎢의 면적에 2010년 현재 약 6,230만 명
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고 국교는 성공회인
국가이다. 성공회는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로마 가톨릭교는 약 11%,
개신교 및 기타 종교는 39%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표 8-7]과 같이 3만 9,459달러이고, 2011년 3분기
의 경제성장률은 약 1.7%를 기록했다. GDP대비 경상수지는 –2.4%를 차지
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4.2% 수준이다.
영국은 서비스업이 77.6%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심국가로 특히 금융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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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2009년에 영
국 GDP에서 1,24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GDP 중에서 10%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미국의 8.4%, 일본의 5.8%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
한 영국의 전문적인 서비스는 금융 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
어 회계서비스, 경영자문회사와 해양서비스가 GDP에서 약 3.9% 수준 기여
했다.

❚ 표 8-6. 영국의 국가개요 ❚
인구
(백만 명)

62.3

면적
(㎢)

244,820

1차

0.7

산업구조(%)
2차

21.7

특징

3차

77.6

• 유럽대륙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
• 서안해양성기후
• 의원내각제
• 종교：성공회 50%, 로마가톨릭교 11%,
개신교 및 기타 39%

주: 인구통계는 2010년 중반 기준.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Uk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ttps://www.cia.gov)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uk.html

❚ 표 8-7. 영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인당 소득
(명목, US $)
25,142.25
37,897.81
40,399.45
46,118.06
43,651.55
35,315.27
36,119.85
39,459.09

경제성장률
(실질, 자국통화, %)
3.9
2.2
2.8
2.7
-0.1
-4.9
1.3
1.7

경상수지/GDP
비율 (%)
-2.6
-2.6
-3.4
-2.6
-1.6
-1.7
-2.5
-2.4

물가상승률
(%)
0.9
2.0
2.3
2.3
3.6
2.1
3.3
4.2

자료: IMF, IFS database.

금융서비스 산업의 고용에 있어서 2010년 말에 영국 금융서비스에 종사하
는 사람의 수는 1,028,000명이었다. 이 중 전체 종사자에서 900만 명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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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관련된 곳에 고용되고 있고, 영국 금융 및 전문서비스 고용의 약
2/3는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금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68)
❚ 그림 8-1. 영국 금융 서비스 비중 ❚
(단위: %)

자료: ONS; The City UK.

❚ 그림 8-2. 영국 금융 산업 종사자 수 ❚
(단위: 천 명)

자료: ONS, CEBR.

68) 이는 2008년보다 8만 2,000명이 감소되었는데, 금융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침체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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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산업은 은행업, 보험, 자금운용, 증권거래 및 파생상품 등 다양
한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영국의 수도 런던은 뉴욕과 함께 세계 금융을 이끄
는 국제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표 8-8]과 같이 상장지수 파생상품 거래액, 자금운용, 헤지펀드자
산, 사모펀드 투자가치, 주식공모, 증권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인 해외은
행대출, 외환거래액, 금리 장외파생상품 거래액 및 해상보험 순 보험료 수입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8-8. 영국의 국제금융시장 ❚
점유율
해외은행대출(2010, 9월)
외환거래액(2010, 4월)
상장지수 파생상품 거래액(2010)
금리 장외파생상품 거래액(2010, 4월)
해상보험 순보험료 수입(2009)
자금운용(2009)
헤지펀드자산(end-2010)
사모펀드 투자가치(2009)
주식공모(2010)
증권발행(2010)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홍콩 기타
18
11
9
8
9
3
3
39
37
18
6
3
2
5
5
24
6
32
2
1
9
1
49
46
24
3
7
2
3
1
14
21
9
10
6
7
1
1
45
9
50
6
6
3
1
25
19
68
2
1
1
2
7
13
36
3
6
3
1
38
6
12
3
17
62
6
75
1
1
17

자료: TheCityUK calculations and estimates based on data published by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London Stock Exchange, Bank of England, Futures Industry Association,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EuroHedge,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Underwriters, SIFMA,
European Securitisation Forum, Fitch Ratings, EVCA/Thomson Financial/PwC.

영국과 한국의 상업은행 및 금융시장 현황은 [표 8-9]와 같다. 한국과 비
교하여 영국의 상업은행 수와 기타예금 취급기관의 절대적인 수는 한국이 많
지만, 상업은행과 상업은행 지점 수를 비교할 경우 영국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의 지점 수에서는 두 국가가 비슷한
규모인 것을 볼 수 있다. ATM기기의 수는 영국보다 한국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성인인구 10만 명당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 지점 수가 더 많아
금융시장 접근성에서 더 앞서나간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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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한국보다 은행과 은행 지점 수가 많고, 성인인구 10만 명당 은행지점
수가 더 많아 금융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 역시 ATM기기 수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표 8-9. 영국의 금융서비스 접근도 ❚
은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은행수

지점수

ATM수

346
333
336
335
335

13,902
13,694
12,453
12,976
12,911

32,112
32,029
32,136
32,275
32,885

은행+
은행+
기타예금
기타예금
취급기관
취급기관
지점 수
409
396
396
394
390

15,976
15,842
14,558
14,992
14,827

은행지점/
성인인구
(10만 명)
29.07
28.39
25.67
26.50
26.16

은행+기타
예금취급
ATM/
기관지점/ 성인인구
성인인구 (10만 명)
(10만 명)
33.43
65.52
32.87
64.83
30.02
64.51
30.63
64.25
30.05
64.94

자료: IMF, Financial Access Survey.

[표 5-5]에서와 같이 영국은 제도적 환경, 영업 환경, 금융안정성, 은행금
융서비스, 금융시장, 금융접근성 등 다양한 부분의 국가간 평가에서 2009년
과 2010년 미국과 1위와 2위를 다투는 국가이다. 이 중 금융시장 부문은 4
위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외환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부문은 1위를 기록했다.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은 각각 3위, 4위를 기록하여 보험 부문에서 3위를 기
록했으며, 제도적 환경은 6위를 기록했다. 다만, 은행시스템 안정성 54위, 통
화안정성 45위로 금융안정성 부문은 46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과 같이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나. 영국의 이슬람 은행 연혁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은 1980년대 런던 금융시장에서 샤리아 적합 금융상
품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금융상품은 무라바하 형태를 띠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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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매 금융이었으며, 영국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
어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소매 이슬람 금융상품이 등장하였으나 이는 단지
주택금융과 연관된 상품으로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지
못하였고, 금융민원서비스 및 예금보험기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3년 HSBC Amanah, Lloyds TSB, Arab Bank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Bank(ABC International Bank) 등의 은행들이 이슬람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HSBC Amanah
는 샤리아 적합 당좌계정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후 영국 주요지역의 70개
지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Lloyds TSB도 2005년 2월 샤리아 적합
계정을 도입하였고 직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BC International Bank
는 Arab Banking Corporation의 자회사로 런던에 본사를 두었고, 영국의 무
슬림들에게 소비자금융, 교육금융, 저축과 투자, 공동체사업, 영국 비거주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주택금융을 취급하였다.
이슬람 전업은행은 2004년 9월 영국 런던에서 자립형 이슬람 소매은행인
Islamic Bank of Britain(IBB)과 함께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IBB는 영국
재정청(FSA)의 허가를 받은 은행으로, 종전 이슬람 금융서비스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영국 은행규정과 소비자 보호를 충족시켰다. IBB는 2004년
10월 정식으로 버밍엄에 본사를 두고, 2005년 2월 레스터에 세 번째 지점을
개점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 내에는 이슬람 금융에 필요한 전문적인 금융서비스인 자문, 법무,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PWC, KPMG, Ernst & Young, Deloitte가
이슬람 금융 관련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전문 법률회사가 존
재한다.
2000년대 초 이후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의 발전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
하기 위하여 세금과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는 1991년 BCCI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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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에 거점을 둔 다국적 은행 BCCI가 자금세탁과 부정회계를 이유로
영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금의 주된 출자자가 중동의 자산가
및 왕족들의 이슬람 자본이었기 때문에 영국 금융당국은 이슬람 금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2006년에는 영국 재무장관이 이슬람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슬람금융
센터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영국정부는 이슬람 금융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이렇게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는 이유는 영국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제금융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영국 내
무슬림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무
슬림들을 영국사회에 포섭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전통적 금융과 차별되지 않고, 공평한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영국 정부는 기존 금융법제하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적 금융 간에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두었고, 이슬람 금융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법제에 포섭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거래의 구조상 세제 적용
시 전통적인 상품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불
이익이 이슬람 소매금융 거래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즉, 영국에서 이슬람금융
을 통한 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토지인지세가 이중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69)
예를 들어, 이슬람 주택금융상품 중 무라바하 방식은 주택을 매입하는 당
사자를 대신하여 은행이 부동산을 대신 취득해주고, 은행은 부동산을 매입 당
사자에게 양도하여, 부동산 취득금액에 수수료를 더해 매입자에게 매각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은행이 주택매입자를 대신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와 은행
이 주택매입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

69) 영국에서는 2003년에 제정된 재정법에 의해 부동산 매매 시 토지인지세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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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국 정부는 2003년 재정법을 개정하여 무라바하 방식에 의한 개인 주택
구입에 있어 은행으로부터 매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토지인지세가 면제되
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리스형태의 이자라 방식에서도 동일한 면세조치가 이루어졌다. 2005
년 및 2006년에 개정된 재정법에서는 토지인지세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출자방식에 리스를 조합시킨 디미니싱 무샤라카(diminishing Musharaka)
에 대하여 면세를 인정하였고, 개인만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까지
도 면세를 인정하였다. 한편 세법상으로 이자 지급분은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 상당분을 수수료 또는 매각이익, 배당 등으로 지급하
기 때문에 실제 이자 상당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영국 금융당국은 재정법을 개정하여 실제 이자 상당분을 모두 비용으
로 처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재정법에서는 수쿡에 대한 조세구조를 명백하게 확립하고, 수쿡에
대해 일반 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영국 재정청은 수쿡
을 ‘대체적 금융투자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으로 인정했다.
한편 금융감독 차원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영국 재정청은 금
융 감독자일 뿐 종교 감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샤리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샤리아위원회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규제상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샤리아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대상으로 적용된다.

다. 영국의 이슬람 은행 현황
영국 내의 이슬람 은행은 [표 8-10]과 같이 전업은행 5개, 창구은행 17개
로 총 22개이다. 이슬람 전업은행 5개 중 하나는 소매금융, 4개는 도매금융
을 전문으로 한다. Barclays, Standard Chartered 등이 도매금융 부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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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중동계 은행에도 이슬람 창구를 설치하였다. 2011
년 기준으로 영국 전체 은행 중 전통적 은행이 340개이고, 이슬람 전업은행
은 5개로 이슬람 전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작은 편이다.
영국 금융시장에서 이슬람은행의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다. 2009년 기준
영국에서 이슬람 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12억 달러로 그 비중은 0.02%에 그
치고 있다.

❚ 표 8-10. 영국의 은행 수 및 자산 ❚
은행
은행수

자산

은행 수

345

7,513.2

340

전통은행
비중
자산
(%)

비중
(%)

은행 수

98.6

99.8

5(17)

7512

(단위: 십억 달러, %)
이슬람 은행
비중
비중
자산
(%)
(%)
1.4

1.2

0.02

주: 2011년 7월 31일 현재이며, 은행의 자산 규모는 2009년 기준 작성임.
자료: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http://www.fsa.gov.uk/
Islamic Bank of Britain Annual Report,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 Annual Report,
Bank of London and the Middle East Annual Report, QIB(UK) Annual Report, Gatehouse
Bank Annual Report
TheCityUK(2011), Trends in UK Financial and Professional Services.

❚ 표 8-11. 영국의 이슬람 은행 형태 및 제공 서비스 종류 ❚
분류

은행

Islamic Bank of Britain,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
이슬람 전업은행
Bank of London and the Middle East, QIB(UK), Gatehouse Bank

이슬람 창구

ABC International Bank, Ahli United Bank,Bank of Ireland,
Barclays, BNP Paribas, Bristol & West, Citi Group, Deutsche Bank,
Europe Arab Bank, HSBC Amanah, IBJ International London, J Aron &
Co., Lloyds Banking Group, Royal Bank of Scotland,, Standard Chartered,
UBS,,United National Bank

상품

Qard, Mudaraba, Ijara, Ijara Wa-Iktina, Istisna Diminishing Musharaka,
Murabaha Commodity Murabaha/Reverse Murabaha

자료: TheCityUk(2011), Islam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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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프랑스는 55만 1,695㎢의 면적에 2010년 현재 약 6,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밀도는 ㎢당 105인(1995년)으로 유럽에서 출산율이 매
우 높은 나라(1994년 1.6명, 2008년 2.02명)이다.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으
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등에서 이주한 이민들의 영향으로 무슬
림들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1인당 GDP는 [표 8-13]과 같이 2009
년 40,663달러이고, 경제성장률은 -2.73%(2009년), 물가 상승률은 0.1%(2009
년) 수준이다. 또한 프랑스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에 그치고,
제조업 19.0%, 서비스업이 78.9%를 차지하여 서비스업이 중심산업인 전형적
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8-12. 프랑스의 국가 개요 ❚
인구
(백만 명)
62.4

면적
(㎢)
551,695

1차

산업구조(%)
2차
3차

2.1

19.0

78.9

특징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중추
⦁대통령제
⦁서안 해양성 기후
⦁종교：가톨릭 82%

자료: CIA(2011), World Fact book.

❚ 표 8-13. 프랑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소득
(US 달러)
33,913
35,558
40,460
44,117
40,663
39,460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물가상승률

1.83
2.47
2.29
-0.08
-2.73
1.48

-0.48
-0.58
-1.03
-1.76
-1.52
-1.74

1.9
1.9
1.6
3.2
0.1
1.7

자료: IMF(2011. 9), Worl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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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업, 보험, 자금
운용, 증권거래 등의 금융시장 중에서 파리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금융시장으
로 3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이고, 유럽에서 가장 국제화된 시장이다. 또한 세
계 4위, 유럽 1위의 파리 금융거래 시장은 유럽대륙으로 진출하는 최적의 관
문이다. 파리금융거래소의 채권시장은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규모면에서 7
배가 증가했으며, 이 기간 거래량은 10배 이상 늘어났으며, 파리 채권시장 거
래량은 1993년 말 세계 총 거래량의 18%에 해당하였다. 파리 외환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외환 액수는 1993년 말 3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제8
위 규모로서, 최근 수년 동안 프랑화는 국제통용외화로서의 지위가 한층 강화
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프랑스 은행산업은 [표 8-14]와 같이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자본 기준(2007년 기준) 세계 25대 은행 중 3개가 프랑
스 은행이며,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30대 은행 중 5개가 프랑스 은행이다.

❚ 표 8-14. 세계 25대 은행에 포함된 프랑스 은행 ❚
프랑스
국내순위
1
2
3

은행명
Credit Agricole Group
BNP Parisbas
Credit Mutuel

기본자본
(백만 달러)
68,724
55,353
35,944

세계순위
기본자본
7
11
24

총자산
6
3
29

주: 1) 자산기준 Société Générale(국내 3위), Caisse d'Epagne Group(국내 4위).
2) 2007년 말 기준.
자료: The Banker, TOP 1000 Banks 2009. London, UK.

2008년 이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과 영국 은행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2008년 중 프랑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경영성과를 기록하
였다. 예를 들어, The Bank Awards 2008에서 BNP Parisbas가 Global
Bank of the year로, Risk지에서 2008 Equity Derivatives House of the
Year에 Societe Generale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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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상업은행 및 금융시장의 접근성 현황은 [표 8-15]와 같다.
한국과 비교하여 프랑스의 상업은행 수와 기타예금 취급기관의 절대적인 수
는 한국이 많지만, 상업은행과 상업은행 지점 수를 비교할 경우 프랑스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의 지점 수에서도 프랑
스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ATM기기의 수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성인인구 10만 명당 은행 및 기타예금 취급기관 지점 수가 더
많아 금융시장 접근성에서 더 앞서나간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가 한국보다 은행과 은행 지점 수가 많고, 성인인구 10만 명당 은
행지점 수가 더 많아 금융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표 8-15. 프랑스 금융서비스 접근도 ❚
은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은행수

지점수

ATM수

은행+
기타예금
취급기관

299
294
291
291
290

10,693
11,019
23,500
23,127
23,085

43,714
47,827
47,816
52,168
53,326

445
438
430
419
412

은행+
은행지점/
기타예금
성인인구
취급기관
(10만 명)
지점 수
26,370
27,075
39,645
39,175
39,251

22.28
22.78
47.52
46.33
46.00

은행+기타
예금취급
기관지점/
성인인구
(10만 명)
54.35
55.41
80.05
78.34
78.05

ATM/
성인인구
(10만 명)
88.60
96.32
95.51
103.21
104.93

자료: IMF(2011), Financial Access Survey.

[표 5-5]에 따르면 프랑스는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09 및 2010의 금융발전지수(FDI: Financial
Development Index)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10년 제도적
환경 부문 17위를 기록하였으며, 금융 부문 자유화 1위, 기업소유ㆍ경영 구
조 23위, 법적ㆍ규제적 문제 15위, 계약시행 15위를 차지하였다. 사업환경
부문은 10위, 금융 안정성은 11위, 은행금융서비스는 23위, 비 은행 금융서
비스는 15위를 기록해 금융시장은 7위를 차지하였으며, 금융평가는 14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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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연혁과 현황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도입은 미국이나 이웃국가인 영국에 비하여 늦게 이
루어졌다. 실제로 프랑스정부가 이슬람금융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
한 것은 2007년 유가상승 이후, 중동지역의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이다. 당시 프랑스 경제장관은 Paris EURO PLACE와 재무부에 프랑스가
이슬람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
였다.70)
당시 프랑스의 이슬람 금융 유치의 주된 목적은 대규모 은행과 자산시장
기구를 통해 외국인 이슬람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것과
지역 당국과 기업들에 새로운 자금출처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경쟁국인 영국에 비하여 이슬람인구는 많으나 이슬람금융에서
는 뒤처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Paris EURO PLACE는 2007년 이슬람금융 도입에 문제가 되는 법
률 및 규제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슬람금융위원회(Commission Finance
Islamique)를 구성하였고, 2009년 6월에는 보다 구체적인 수쿡워킹그룹을 구
성하였다. 또한 2009년 3분기에 이슬람금융과 관련된 조세위원회가 구성되었
고, 6개월 동안 프랑스 재무부과 협의하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2010년 8월 이슬람
금융상 수쿡, 무라바하, 이자라, 이스티스나 등에 관한 세무처리지침을 발표
하였다. 이 처리지침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 수쿡을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70) 파리 유로플레이스(Paris EUROPLACE)는 파리 금융시장 발전과 현대화를 촉진하고 프랑스, 유럽, 세
계 시장에서 파리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 우위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설
립한 비영리단체이다. 파리 유로플레이스에는 프랑스 및 유럽 금융 업계의 금융 중개기관, 자산운용
사, 법률회사 및 회계사, 컨설팅 회사 등 18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파리 유로플레이스는 파리 금융시
장의 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을 제시할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내 워킹그룹에 기여하
고 있다. 또 파리 금융시장을 완벽한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금융 클러스터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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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채권으로 구분하고, 무라바하하에서 세무목적상 금융기관이 수취하
는 금융소득은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자라는 리스거래와 유사하게 간
주되고, 이스티스나에서 발생하는 소득 역시 이자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렇게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상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프랑
스의 이슬람금융상품 도입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2011년 중 수쿡 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마
치면 프랑스 금융기관이 수쿡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면서 이는 잠시 연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수쿡이 발행되면 프랑스는 GCC 국가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으로부터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지역과 협력
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6월 25일 모로코의 Chaaibi Bank가 프랑스 소매금융업에
진출하여 프랑스 최초의 이슬람 은행 영업을 시작하도록 허가받았다. 과거 수
년 동안 외국 금융기관이 프랑스 내에서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프랑스당국에 영업을 신청하였으나 프랑스 금융감독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71)

4. 일본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네개의 큰 섬(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71) Chaaibi Bank는 1972년부터 프랑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해온 모로코계 해
외은행으로 과거 프랑스 내에서 모로코계 인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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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으로 구성되어 국토 면적 37만 7,835km²에 인구 약 1억 2,729만 명
(2008 기준)을 보유하고, 종교 면에서 신도(9,200만 명), 불교(8,400만 명),
그리스도교(84만 명)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표 8-17]과 같이 일본의 1인당 GDP는 2010년 기준으로 약 3만 9,733달
러이고, 물가상승률은 –0.7%이다. 일본의 농업은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23.0%, 서비스업이 75.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제조업 비
중은 다른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비율을 크게 초과하여 아직도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8-16. 일본의 국가개요 ❚
인구
(백만 명)

면적
(㎢)

농업

127.45

377,835

1.1

산업구조(%)
제조업
서비스업
23.0

75.9

특징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
∙입헌군주제
∙종교：불교,신도, 그리스도교

❚ 표 8-17.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 소득
36,789.22
38,971.84
39,771.95
40,707.00
40,253.66
37,765.88
39,733.43

GDP성장률
2.86
1.93
2.04
2.36
-1.17
-6.29
5.12

경상수지/GDP비율
0.03
0.04
0.04
0.05
0.03
0.03
0.04

물가상승률
-0.71
-0.27
0.24
0.06
1.38
-1.35
-0.70

자료: IMF(2011. 9), World Economic Outlook.

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
[표 5-5]에 따르면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09와 2010에서 일본의 금융발전지수(FDI: Financial

220│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Development Index)는 세계 9위로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금융 산업을 보유
하고 있다. 일본 금융산업의 제도적 환경 부문은 2010년 기준 16위이고 사
업 환경 부문은 20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금융 안정성은 33위로 상대적으
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은행금융서비스는 5위, 비은행 금융서비스는 7
위, 금융시장은 5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다. 이슬람 금융의 연력
2007년 3월 일본 정부는 재무성 산하에 이슬람금융 연구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준비를 했다. 2008년 2월에는 일본 금융청
(FSA)과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가 공동으로 이슬람 금융 국제 세미
나를 개최했고,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이슬람 금융 검토위원회 설치, 법
학자 초청, 샤리아위원회 구성 및 글로벌 수쿡 발행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일
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기존 관련법에 상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 12
월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일본 금융기관에 이슬람금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대출기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금융 기관은 [표 8-18]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슬
람 금융 사업을 준비하였다. 일본의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 금융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타카풀 업무를 2001년에 시작한 Tokyo
Marine 보험사이다. 이후 Tokyo Marine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싱가포
르와 인도네시아에서 타카풀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은행으로서 가장 먼저
이슬람 금융 업무를 시작한 것은 JBIC이다. JBIC는 시중 은행으로서 바레인
에서 이슬람 금융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일본의 금융기관으로는 처
음으로 이슬람 금융 기관인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IFSB)에 회
원으로 가입하였다.
미쓰비시 도쿄은행은 2006년 말레이시아 CIMB와 함께 일본 기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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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쿡 발행 등을 다루었고,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일본 민간 최초로 두바이금
융센터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
이슬람 금융 사업에 본격 참가하였고, 2010년 말레이시아 RHB 은행과 업무
를 제휴하여 2011년부터 현지에서 이슬람 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다.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은 2011년 말레이시아의 메이 뱅크와 업무를 제휴
하여 현지에서 이슬람 금융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일
본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은 대체로 일본 국외에서의 이슬람 금융 활동들이다.
당시까지 일본 국내에는 이슬람 금융이 도입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표 8-18. 일본 금융회사의 이슬람금융 진출 동향 ❚
금융회사
JBIC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이온크레디트서비스
말레이시아(신용카드사)
다이와증권/노무라자산관리/
흥은제일생명 자산관리
아틀라스 파트너스 재팬
도쿄해상
다이와증권
오릭스 라싱 파키스탄
도요타 캐피탈 말레이시아

추진내용
2005. 바레인과 합작하여 이슬람 금융 시작
2006. 샤리아위원회 설립
IFSB에 가입
2006. 10 말레이시아 CMIB와 이슬람금융 관련 업무 제휴
2007. 1 일본기업 최초 이슬람채권 발행(163억엔)

샤리야 적격 일본주식펀드 설정 운용
2005. 쿠웨이트의 Boubyan Global Real Estate Fund와 이슬람부동
산펀드 조성
사우디아라비아(2001년), 싱가포르(2004년), 인도네시아(2005년), 말
레이시아(2006년), 이집트(2008년)에 타카풀 사업 진출
2008. FTSE와 일본주식 샤리야 인덱스펀드(ETF) 설정 운용
이슬람채권 발행
2008 이슬람채권 발행

자료: 김종원(2010), 이슬람 금융의 힘.

이슬람 금융의 활용 사례로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기업이 나타나며 2007년에는 이온 크레디트 말레이시아(Aeon Credit Malaysia)
에서 일본 기업 중 최초로 수쿡을 발행했으며 2008년에는 도요타 파이낸셜
(Toyota financial) 서비스가 수쿡을 발행하였다. 2010년에는 노무라 홀딩스

222│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가 수쿡을 발행하며 중동의 프로젝트 금융에서도 일부 이슬람 금융이 이용되
었다. 2007년 스미토모 화학과 사우디 아람(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의 합작회사인 라비그 프로젝트금융의 총 공사비 98억 달러 중 약 6억 달러
가 이슬람금융에 의해 조달되었다. 이슬람 금융은 일본 기업에 있어 이슬람
시장의 개척과 글로벌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이슬람 금융은 일반 금융과는 다른 특징과 규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함으로써 금융뿐만 아니라 업무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
다. 이슬람 금융의 활용은 상당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 일본의 이슬람 은행 현황
일본 내에는 [표 8-19]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총 203개의 은행이 있으며,
그 중 일본 국내 은행은 146개, 외국계 은행은 57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슬람 은행은 존재하지 않고 이슬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은행
역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일본 국내에서 이슬람 금융 서비스
가 활용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표 8-19. 일본의 은행 수 ❚
은행
203

city
bank
5

Trust
bank
18

일본 내 은행
other
regional
bank
bank Ⅰ
17
64

regional
bankⅡ
42

외국계 은행
Foreign
Islam
bank
57

자료: Bank of Japan, http://www.boj.or.jp.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일본 내에서 점차 이루어지고 있
다. 먼저, 일본 금융감독청은 2008년 12월 은행 규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
며 이슬람 재정거래에 관계된 은행 자회사의 승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이 2011년 5월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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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일본의 세제 개정 내용은 이슬람 금융에 관한 소요의 세제 조치
로서 이슬람 채권으로 활용 가능한 ‘사채적인 수익권’의 세제상의 취급에 관
한 것이다. 이것은 해외 투자자가 받는 ‘사채적인 수익권’ 수익의 분배에 관
한 원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 ‘등록 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소요 개정이다. 이때 ‘사채적인 수익권’은 자산 유동화 법상
의 특정 목적 신탁이 발행하는 수익권에서 실질적으로 사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특정 목적 회사 또는 특정 목적
신탁을 이용, 자산 유동화를 실시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
유동화가 적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고, 자산 유동화의 일환으로 발행되
는 각종 증권 구입자들의 보호를 도모하며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촉진,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일본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특정자
산’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업무로서 특정 목적 회사가 취득한 자산 또는 수탁
신탁 회사 등이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법률에서 ‘자산 유동화’는 일련의 행
위로서 특정 목적 회사가 자산 대응 증권의 발행 또는 특정 목적 차입에 의
해 얻을 수 있는 금전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탁 회사(신탁업법(헤세
이 16년 법률 제154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 회사를 말함) 또는 신
탁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자산 신탁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
행하고 이러한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금전을 가지고 자
산 대응 증권, 특정 목적 차입 및 수익증권에 관한 채무 또는 출자에 대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림 8-3]은 수쿡 발행의 예로, 자금 조달자는 특정 목적 신탁의 수탁 회
사 사이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쿡 자산이 될 부동산 등을 신탁한다는 것이다.
특정 목적 신탁의 수탁 회사는 부동산 신탁에 대한 대가로 특정 목적 신탁의
수익권을 발행, 자금 조달자는 특정 목적 신탁의 수익권을 유가증권으로 이슬
람 투자자에게 매각, 이슬람 투자자는 특정 목적 신탁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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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 목적 신탁의 수탁 회사는 자금 조달자간의 신탁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조달자는 임대되는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전
대하여 자금 조달자는 특정 목적 신탁 간의 부동산 임대 계약에 따라 리스료
를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른 임대비용은 이슬람 투자자에게 신탁 수익원의
배당금 형태로 전달된다. 자금 조달자는 특정 목적 신탁에 신탁 종료 시에
신탁 재산이다. 신탁 수익권의 상환 시에는 자금 조달자 위의 매입 약속 또
는 매도 약속에 따라 매입 대금은 신탁 수익권의 상환 재원이 된다.

❚ 그림 8-3. 일본의 수쿡 발행 계획 ❚

일본에서의 수쿡 법안 내용 및 2011년 세제 개정의 세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거주자(이슬람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수익
권의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기존 특정 목적
신탁이 배당금을 손금 산입하는 요구 사항은 발행 총액 50% 이상의 국내
공모가 있어야 한다. 셋째, 사채적인 수익권한은 특정 사채와 마찬가지로 철
폐된다. 넷째,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채권은 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사업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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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사 부동산 관련 특정 신탁의 수익권 양도에 대한 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작성자가 매입이나 매도 약속에 따라 특정 목적 신탁에서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시 등록 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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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발전 전략

1.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과정
가. 증권
국내에서는 이슬람금융에 대해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금융이 1990년대 이후 이슬람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상
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슬람국가들과 멀리 떨어
져 있으며 국내의 이슬람신도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즉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들과 외교나 경제관계를 깊이 갖고 있지 않
은 가운데, 국내에 이슬람신도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개방되고, 이들과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국제원유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동 산유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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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오일머니의 규모가 크게 커지고, 이들이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금운
영 및 조달을 확대하자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슬람 금융 관련 국제금융업무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가진 기관은 [표 9-1]과 같이 국
내 증권사들이었다. 2007년 9월 굿모닝신한증권은 말레이시아 KIBB
(Kenanga Investment Bank Bhd) 증권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말레
이시아는 전 세계 수쿡 발행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굿모닝신한
증권은 말레이시아 진출을 통해 이슬람금융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72)

❚ 표 9-1. 국내 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 관련 업무 현황 ❚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07년 11월,말레이시아 KIBB 증권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수쿡 발행업무 시
작,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슬람채권 발행 계획
- 2008년 2월, 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은행이며 전 세계 이슬람채권 인수 시장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CIMB Investment Bank Berhad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이슬람 금융에 진입하기 위한 투자자문 및 상품개발 지원을 받아 이슬람 채권발
행 추진계획
- 대우증권의 IB인력을 CIMB에 파견
- 2007년 11월, 말레이시아 대형 금융그룹인 Am bank Group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쿡 발행 등 이슬람금융에 진출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춤
- 2008년 6월, 말레이시아 현지 사무소 개설
- 2007년 12월, 말레이시아 Berjaya Land Berhad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이슬람 경제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2008년 7월, 이슬람금융 전문가인 모하메드 다우드 바커 박사와 자문계약을 체
결하여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수쿡 발행 준비에 착수
- 이슬람자금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슬람율법에 맞는 상품 개발에 열중

자료: 각종 신문 및 증권사의 보도자료.

72) 굿모닝신한증권은 말레이시아 KIBB(Kenanga Investment Bank Bhd) 증권과 체결한 MOU에서 “이슬
람채권(Sukuk, 수쿡) 판매, 기업 교차상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공개, 리서치자료 교류 등 다각적
인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KIBB증권은 말레이시아 주식 중개순위 4위 증권사로서
1973년 설립돼 2007년 1월 중앙은행으로부터 말레이시아 최초로 투자은행 업무를 인가 받은 기관으
로 투자은행업, 자산운용 등 다양한 투자은행 업무와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 중동지역에 대한 투
자를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이어 굿모닝신한증권은 2007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
담회를 갖고 “전략적 제휴를 맺은 말레이시아 KIBB증권과 함께 이슬람채권(수쿡) 발행 업무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당시 굿모닝신한증권은 “건설 플랜트 등 국내 기업의 중동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
에서 수쿡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쿡 발행을 주선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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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12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전략적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투자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은 2008년 이슬람금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본부조직으로 이슬람금
융팀을 만들고, 7월 25일에는 이슬람 교리 학자인 모하메드 다우드 바커(Dr.
Mohd Daud Bakar) 박사를 자문역으로 영입하며 이슬람 금융사업에 본격적
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73),

74)

한편 대우증권은 2008년 2월 18일 말레이시아 CIMB은행과 전략적 제휴
를 맺었고, 우리투자증권은 2008년 6월 말레이시아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였
으며, 2010년 3월 카타르이슬람은행과 기업금융(IB) 및 투자업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75),

76)

이러한 국내 증권사의 진출 노력과 함께 증권거래소도 진출을 준비하기 시
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는 2009년 말레이시아
거래소의 이슬람금융상품 매매시스템(BCH: Bursa Commodity House)의 개
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8월 17일부터 정상가동하게 하였다. 이 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말레이시아거래소와 2008년 11월에 구축계약을 체결한 후 개
발한 사용자 중심의 웹기반 매매시스템으로, 당시까지 장외에서 거래되어온
이슬람 무라바하 금융상품 매매의 장내화를 시도하는 최초의 시스템으로서

73) 당시 모하메드 다우드 바커 박사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이슬람금융 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74)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을 체결한 버자야그룹은 금융그룹이 아니고, 부동산 및 자원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사업 진출보다는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새롭
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5) 당시 대우증권은 말레이시아 업게 1위인 CIMB은행으로부터 이슬람 금융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도
록 투자자문 및 상품 개발을 지원받기로 해 이슬람 채권 발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CIMB투자은
행은 말레이시아 대표 금융그룹인 CIMB그룹의 자회사로 CIMB의 자산운용 및 이슬람 뱅킹(CIMB
Islamic Bank)을 포함한 증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
아 7개국에 2,3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Deal을 수주하고 전 세계 이슬람 채권
인수쿡 시장에서 수위권을 차지하는 등 이슬람 금융시장의 대형 투자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76) 카타르 이슬람은행은 1982년 설립된 카타르 최대 규모이자 전 세계 4위의 이슬람금융 전담 은행으로
현재 카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이 최대주주로 있는 카타르의 대표
적 이슬람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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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현지 시장참가자뿐만 아니라 이슬람 경제권 내 관심의 대상이 되
었다.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국내 증권사의 노력은 2010년에도 지속되었다. 국
내금융기관들은 기존의 업무 협력이나 MOU 등에 기초하여 활발하게 이슬람
금융 도입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29일 정부가 이슬람 채권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들 금융기관은 보
다 더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내 기독교계가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2
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 법의 국회 상정을 포기하자 증권사들은 실망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국내에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 도입은 증권사보다 상대적
으로 그 속도가 매우 늦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주로 도매금융이나 국제금융업무를 추진하는 대형기관이 일부 이슬람금융도
입을 준비하였지만, 보험이나 소매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별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렇게 국내 은행이나 보험이 이슬람 금융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국내 이슬람신도들이 많지 않아 실제로 소매업을 통한 이슬람금융 수요가 매
우 제한되어 있어 굳이 은행이 이를 추진할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
부 신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특정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
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상품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
는 것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매은행이 굳이 소규모의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상품을 제공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팔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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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한편 이슬람 금융과 관련해 놀랄 만한 소식은 2010년 국내 기업인 동화홀
딩스가 말레이시아 소재 계열사인 동화GH인터내셔널를 통하여 현지에서 무
라바하 파이낸스 방식으로 ‘리보+300bp(3%)’의 금리에 2,400만 달러를 현지
금융회사들로부터 조달한 사실이다.77) 이는 국내기업이 이슬람금융 방식으로
최초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로 이슬람채권(수쿡ㆍSukuk)이 아닌 론(Loan)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무이자 이슬람 금융기법의 하나인 무라바하(Murabaha)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78)

2. 이슬람금융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가. 도매금융
1) 개요
도매금융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법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금융거
래행위를 의미한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대기업이나 기관투자가와 수행
하는 금융거래는 대체로 거래금액의 규모가 크고 거래과정이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도매금융은 기본적인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해외증권의 발행 및 대
행, M&A의 적극적 중재, 기업의 직접적인 인수, 정부ㆍ공공단체ㆍ민간기업
의 발행 증권에 적절한 발행조건 설정 및 인수,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77) 모회사인 동화홀딩스가 채무보증을 했으며 하나ㆍ외환ㆍ우리은행이 신용을 보강했다. 국내에서는 하
나대투증권이 자문을 담당했고 법무자문은 태평양이 맡았다.
78) 동화홀딩스 관계자는 “국내 자금조달을 검토했다가 비용을 따져보고 현지 이슬람금융 방식을 선택하
기로 했다”며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계열사의 현지화에 중요하다는 측면도 고
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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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자들의 연결 등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도매금융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이슬람금융을 활용할 가능성은 주로 자금조
달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갖고
이슬람금융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것에 따른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금융의 각종 상품들은 매우 최근에 등장한 것들로 이슬람금융상품
의 대부분은 기존 금융상품을 이슬람율법에 맞도록 현대 금융기법을 사용하여
변형한 것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이슬람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비하
여 종류도 제한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금운용측면에
서 굳이 이슬람금융 상품을 활용할 이유가 크지 않다.
반면 자금조달 측면에서 국제 금융기관이 이슬람금융을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새로운 자금 조달원 확보에 따른 자금규
모 확대와 자금원 다양화 효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을 활용하면 이슬람국가의 풍부한 자본을 국내금융기관
이나 기업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운영 측면과 같이 중동지역
의 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자금원을 다양화하여 경제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2)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
이슬람금융을 활용하면 국가의 막대한 자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매금
융을 통한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크게 이슬람 금융 및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 유치와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
조달, 한국기업의 중동진출 시 자금조달 등으로 요약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조성으로 중동의 자금이 원활히 유입된다면 한국 금
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 개발투자에도 이용됨으로써 국내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으로 중동의 자금을 활용하여
중동지역의 대형 플랜트에 적극 참여할 경우 중동자금의 국내 유치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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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누릴 수 있다.79)
또한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기업 역시 이슬람 자금 활용을 시
도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채권은 이자 대신 프로젝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은행차
입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업
성은 높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슬람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도 돼
초기 자금조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금융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기업들이 UAE 등 GCC 이슬람 국가의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할 경우 이슬람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슬람 금융기관은 수익 창출원인 프로젝트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 파악이 손쉬운 장점이 있어 자금제공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특히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국가가 수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조달을
일정 부분 이상 이슬람채권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
람 금융활용이 필수적일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철도
(KTX)를 건설할 때, 주요 시스템은 프랑스 알트롬사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관련 자금을 프랑스 금융기관인
엥도스윗이 차관형태로 우리에게 제공하였다.80) 이와 같이 대규모 사업의 경

79) 이러한 활용방안이 성립되려면 이슬람이 강조하는 ‘참여 및 제휴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
ㆍ중동 간 원만한 참여 및 제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보기능을 효율적으로 강화
한 통상외교’로 민간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중동 경제협력의 토대는 ‘참여․제휴의 협력관계’를 기
본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자원 및 오일머니의 활용은 국내에서 하고 산유국 개발에 한국이 적극 참여
해 경제협력의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80) 당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프랑스 TGV 도입을 위해 알스톰사와 프랑스측 제작분 60억 9,500만
프랑, 국내제작분 10억 6,980만 달러 등 총 21억 16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의 도입계약을 맺었
고, 관련 재원 전액을 프랑스측의 수출금융 및 수출연계금융으로 충당하기로 해 8년 거치, 10년 상환
의 조건으로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엥도수에즈 은행측과 이자율 등 구체적인 차관조건을 협의
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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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업을 책임지는 해외건설사나 해당국 정부는 관련 공사비 상당부분의 조
달을 책임지게 되는데, 사업이 중동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슬람금융을 활용하
는 것이 보다 편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조선ㆍ해운ㆍ항공업에서 대형 자재를 구입할 경우
이슬람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려면 이슬람
금융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기업들은 선박구입 시 이슬람
선박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항공사 역시 비행기 구매 자금을 이자
라 이슬람채권 발행을 통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국가에 국내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이슬람금
융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신용
카드사 이온크레디트서비스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인 이온크레디트서비스
말레이시아사는 2007년 1월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약 163억 엔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신용카드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현실에서 이슬
람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이슬람신
도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자금조달을 이슬람금융으로 할
경우 마케팅 측면에서 보다 설득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국가의 하랄산업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경우 보다 원활하
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랄산업은 이슬람율법에 적합한 식품산업을 의미
하여, 이슬람국가에 식품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과 같은 것이
다. 하랄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슬람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조
달받아야 하는 조건에 제한될 수 있거나, 비록 조건은 아니더라도 이슬람금융
으로 자금조달을 받을 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
업들은 현지에서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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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된 자본은 대체로 미국이나 영국과 독일 등 주로 구
미의 선진국 자본들이다. 2002〜10년까지 한국에 유입된 포트폴리오투자의
국별 현황을 보면 50% 내외가 미국에 집중되었고, 나머지는 영국과 룩셈부
르크, 홍콩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공통적으로 커다란 경제 충
격이 발생할 경우 한꺼번에 유출되거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금공급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국가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 막대한 금융자산의 해외 유출이 일어나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 당시 외국인 주식투자가 급감하고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에 유입된 자
본이 대체로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
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회수를 시작한 결과이다.81) 이는 국내 금융시장
의 자금원이 다양화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슬람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슬람 주식
의 선정을 들 수 있다. 이는 미국 뉴욕의 주식시장에서 Dow Jones Islamic
Index(DJIMI)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KOSPI Islamic
Index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슬람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보다
편리하게 투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샤리아위원회가 샤
리아 적격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편입한 KOSPI Islamic Index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샤리아를 따르는 이슬람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샤리아 적
격 여부를 분석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종래 중동지역
으로 국한되었던 샤리아 적격 투자대상이 우리나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81) 대미 달러환율은 2008년 7월 1일 1,011.5원에 불과하였으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인 10월 29일에는
1,478.5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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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슬람 국가와의 장기적인 신뢰 확보이다. 금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신뢰이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금융거래에 성공할
수 없다.82) 이슬람금융을 도입하여 이슬람국가의 금융기관들과 신뢰를 쌓아
둘 경우 향후 이들 국가와 수행하는 많은 금융 업무에서 또 다른 이득을 취
할 가능성이 있다.

나. 소매금융
소매금융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금융 업무를 말한다. 이는 주로 일반 은행의 일선지점에서 행해지는 소액 예
금의 수취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당좌대월 및 개인대출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매금융을 통하여 이슬람금융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이슬람 금융의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금융의 소매금융 수요는 매우 작고 또한 향후 크
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슬람금융 상품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전통
적인 금융상품을 이슬람율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상품들이다. 예를 들어, 제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금융상품은 이자를 주지 못하는 이슬람율법
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자를 수수료의 형태로 전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이자
를 수수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PC가 만들어지고 소유권이전 등과 같은 활
동이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율법을 준수하고 살지 않아도 되면서 전통
적인 금융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금융 상품을 굳이 이용할 가능

82) 금융거래는 현재에 자금을 투여하여 미래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이 크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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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국내의 이슬람신도 수가 매우 적고, 이슬람신도가 향
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의 소매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83)
둘째, 금융기관 역시 이러한 수요부족으로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려는 욕구가 낮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이슬람신도 수가 적
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상품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금융상품이다. 미래
에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
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얼마 되지
않는 이슬람교도를 위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은 은행 이윤극대화원리
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나 정치권 역시 굳이 이슬람금융 소매금융상품 구축을 장려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는 이슬람신도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이슬람금융상품을 만들어 공급할 능력
이 없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상품은 대부분 현대적인 금
융기법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이슬람율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상
품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이 공급되려면 이슬람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전문가가 필요하고 샤리아위원회 등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아
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슬람금융이 활용되는 국가의 금융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이슬람금융상품이 성공한 국가에서 금융상품 개발업
무에 종사하였거나, 이슬람 금융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슬람금융을 전공한 전문
가가 거의 없다.

83) 2011년 현재 내국인 이슬람 신도 수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이슬람 신도 수
도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처에서 제공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인도네시아, 우즈
베키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 국가의 근로자 수는 5만 6,918명이며, 유학
생 및 이민자, 불법근로자를 합하면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www.isla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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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내 이슬람금융 상품이 활성화되려면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
어져야 하나 이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렵다.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나 양도소
득세 등이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이슬람금융
상품의 판매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국내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활용 가능한 이슬람금융은 예금,
대출관련 금융상품, 타카풀 등과 같은 소매금융상품이 아니고, 거액거래에 해
당되는 도매금융 상품이며 또한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 같은 간접금융시장 관
련 상품이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관련 직접금융상품이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이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이슬람금융에
속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슬람금융 활용의 문제점 역시 도매금융 상품 중,
특히 이슬람금융 도매금융 상품의 대표상품인 수쿡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 혹은 수쿡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크
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이다. 국내 은행법이나 각종 규제법 및 시장 제
도 등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대륙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채권
거래를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법체계인 샤리아와 영미법 체계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비교적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륙법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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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샤리아는 전례(legal precedence)와 유
추(reasoning)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 체계와 유사하기 때문이
다. 즉 이슬람권 국가들은 대부분 샤리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영국의 식민
지였던 관계로 영미법과 커다란 충돌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아무런 법 개정작업 없이도 수쿡을 발행할 수 있었다.84)
둘째, 이슬람 채권거래 자체의 문제이다. 이슬람 채권거래는 궁극적으로 윤
리적 판단과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도 서로 다른 샤리아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종교적 윤리를 중시
하는 경향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회계기준의 표준화 미비, 정보공개의 투명성
부족, 국가간 회계기준의 상이 등의 문제가 있다. 만약 국내에 이슬람 채권을
도입할 경우 윤리적 판단과 해석은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이슬람 채권은 이슬람 문화의 종
교적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금융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수쿡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쿡의 구조와 연결하여 수쿡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정의와 이에 연관된 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이다.
수쿡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쿡 특유의 금융거래 구조로 인한 것이다. 수쿡은
이슬람은행이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매입자에게 전매하는 형식을 갖추
는데 이는 판매자와 은행, 그리고 은행과 구매자라는 2단계를 통해 거래가
완성되므로 전통금융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 거래에 대해 각각 관련 세금
을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쿡은 채권인데 형태는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 및 구매를 거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세금을 면제해줄 필요

84)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에 비하여 이슬람 금융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
유 중의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 이후 대륙법 체계를 따라서 각종법
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최두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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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이다.85) 즉, 우리나라에서 수쿡이 발행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면,
SPC를 통한 실물자산 소유권의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적용이 불가피하
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쿡 발행비용이 150~340bp 정도 상승하게 되므로
수쿡은 국내 다른 채권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사실상 수쿡 발행
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86)
이러한 논란은 결국 수쿡과 같은 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수
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수쿡으
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을 이자 소득이라고 본다면 수쿡의 발행과정에서 복잡
하게 발생하는 제반 거래들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자가 금지되어 있
는 이슬람채권의 경우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료나 매매차익을 통한 수
익으로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록 외견상 나타난 형태는 이윤이나 임대료
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87)
실제로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대륙법 체제를 보유하는 프랑스나 일본 등은

85) 2011년 현재 원화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달러나 엔
화 등의 외화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86) 수쿡의 거래에서 SPC를 통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것은 영미법 체계에서의 신탁(trust)과 유
사한 것이다. 영미법 체제에서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권(또는 기타 권리)을 신탁의 설정에 의하
여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명목상의 소유권(legal title, legal ownership)은 수탁자(trustee)에게
귀속하고, 수익적 소유권(equitable title, beneficial ownership)은 수익자(beneficiary)에게 귀속함으
로써 소유권을 명목상의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명목상의 소
유자와 실질상의 소유자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채권 발행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수쿡 발행 시 부동산･건물 등과 같은 기초자산은 소유권을 SPV로 이전하고 다시 원래의 명목상
소유자에게 이전하게 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영미법 체계 내에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중에서 명목상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수익적 소유권만을 SPV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쿡 발행 시 명목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의 부가적인 세금을 납
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신탁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또는 기타
권리)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쿡발행시 관련 부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7) 국내 금융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RP거래가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일정한 기간 후에 재구
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기간이 지난 후 소정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으로 이를
다시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이자로 간주하며, 일반 과세대상일 뿐 매매차익
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최두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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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쿡에 관련된 수익을 이자수익으로 고려하고,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와
구매에 관련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UN 조세전문가회의 2007년 제
3차 연차총화와 2008년 제4차 연차총회에서 수쿡의 본질이 대여금(Loan)과
같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를 국제적인 표준으로 삼으려 한다.88),

89)

나. 해결방안
국내에서 수쿡을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인 제도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수쿡에서 수익배당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수쿡은 이자가
아닌 배당형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회계
법상 이자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배당은 자본비용으로 분류돼 과세대
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본
조달 비용상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취득세 등 추가비용 발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슬람 금
융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경비는 자금 사용
자에게 비용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쿡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된다.
셋째, 이슬람 채권발행에 대한 공적기준이나 검증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슬람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샤리아에 합치하는지를 샤리아위원회에서 검토
할 수 있어야 한다.

88) UN조세전문가위원회는 UN 경제사회각료이사회(ECOSOC) 산하의 조세협력에 관한 상설위원회로서
국가간 조세협력 문제를 다루고 UN 차원에서 제반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기
구이다. 특히 위원회는 토의를 통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조세채무 징수를 위한 국
제협력, 과세소득 탈루(earnings stripping) 방지, 개도국 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과세문제를 논의
한다. 한편 위원회는 상이한 경제상황과 조세제도를 가진 25개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선된 25
개국 대표 중 11개국은 현재 OECD 회원국의 전문가이다.
89) UN조세전문가위원회 제4차 총회에서는 전문가 회의에서 지정한 이슬람 금융 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익
을 이자로 간주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차기 버전의 UN 모델 조약 제11조의 주석서에 넣기로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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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슬람채권 관련제도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 금융당국은
수쿡 발행과 관련한 수익배당의 회계처리 문제, 부동산 취득세 등 추가비용
문제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쿡을 도입하려고 하는 비이슬람 국
가인 영국이나 프랑스 및 일본 같은 국가들은 세법이나 회계기준 등에서 특
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ㆍ제도적인 요건 이외에도 수쿡이 활성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및 경제적인 요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까지는 이슬람금융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많지 않다. 아직까지 국
내에서 이슬람금융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력이 거의 없으며, 국제기관에서
이에 종사한 내국인이 거의 없다. 따라서 수쿡을 발행하거나 인수를 대규모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둘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슬람금융에 대한 이해가 적다. 이
슬람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이슬람채권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특히 특정 종교계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왜곡
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히 이슬람 종교세인 자카트(zakhat)가 테러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
다는 우려로 나타난다. 자카트는 샤리아에 의해 부과되는 일종의 특별세로서
개인 총자산을 대상으로 연 1회, 총자산의 2.5%가 부과되며 사회복지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수쿡의 발행을 결정하는 샤리아위원회의 역할 때
문에 자카트가 테러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쿡 도입을 찬
성하는 측에서는 자카트가 일종의 재산세 또는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공
적 세금이며 원유 수출로 인한 소득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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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슬람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슬람금융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
였다. 이는 당시까지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기인하였다. 우리나
라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은 1997∼9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구조조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2003∼04년의 신용카드 사태와 전자금융의 발전
과 대응 등 여러 가지 커다란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도 매우 바
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금융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국제금융시장에
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시행하면서 점차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최초로 가시화된 것은 [표 9-2]
와 같이 200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2008년 8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감독 및 발전을 책임지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슬람금융의 대
표적인 국제기관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참관회원(Observer) 자격
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90)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9년 1월 13일 및 14일 서울에서 이
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슬람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91) 이 세미
나는 이슬람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
를 가졌으나, 당시 국내의 이슬람금융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부
분의 발표자를 해외의 이슬람금융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주
로 비이슬람권 국가가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90)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는 이슬람금융 관련 규제와 감
독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이슬람 국제감독기구로서 2008년 12월
말 현재 34개국 179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91) 2009년 서울의 이슬람금융 세미나는 이슬람금융 관련하여 동아시아에서 개최된 세 번째 세미나로 1차
세미나는 2007년 1월 일본 도쿄에서, 2차 세미나는 2008년 1월 홍콩에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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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ㆍ제도적 문제 및 해결 방안, 샤리아와 기존 감독시스템과의 조화 방안,
이슬람채권 발행 사례 및 신용평가 등 관련 이슈,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한국 금융시장의 여건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92)
2008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 내에 민관합동 이슬람금융 활성화 TF가 발족
되었다. 당시 TF는 기회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자문)
로펌 및 민간금융기관이 포함되는 회의로서 향후 이슬람금융을 활용하기 위
한 방법론을 논의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첫째, 이슬람채권의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둘째, 자금조달 법인이 발행법인에 지급하는 임대
료 등을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셋
째, 자산의 매도 및 재매도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
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2008년 5월 7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장은 제6차 이슬람금융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고, 이에 앞서 이슬람금융권의 감독당국과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슬람금융권의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93) 이는 실제로 국내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제
고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는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가
장 대표적인 이자라, 무라바하 수쿡(Murabahah Sukuk)에 대해 전통적 채권

92) 이 세미나 개회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금융만을 허용하는 이슬람금융은 파생금융
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빚어진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새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
슬람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도 자료에서
향후 비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금융 도입 모범사례, 이슬람 감독당국의 회계기준 및 재무건전성 기준,
이슬람금융 윤리기준인 샤리아를 연구하는 한편, 이슬람금융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홍보 강화
등 제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3) 이때, 중동자금의 국내 투자기회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사모펀드(PEF)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슬람채권(Sukuk)의 국내 발행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이슬람금융 진출을 활발
히 모색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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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동일한 발행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때 발표된 지원내용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세법’을 개정, 국내기관들
이 이슬람 채권을 원활히 발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조항을 만들고,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상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 표 9-2. 우리나라의 이슬람채권 도입추진 일지 ❚
시기

내용
금감위, 금감원,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R)에 참관회원(Observer) 자격으로
2008년 8월
가입
한국경제신문사 한경매거진, 샤리아파이낸스㈜ 주관 ‘이슬람금융투자전략 국제세미
2008년 10월 나’ 개최(7일)
한국-중동협회 주최로 ‘한-중동 경제협력과 이슬람금융 심포지엄’ 개최(30일)
금감위․금감원 공종, 이슬람 금융 세미나 개최
- 이슬람금융 도입 시 법적․제도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2009년 1월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이슬람 금융 도입 필요성 부각
경희대학교-말레이시아 이슬람국제금융센터 간 이슬람금융 인재육성 MOU 체결(12일)
민관 합동 이슬람 금융 TF팀 발족
3월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무법인 광장 등으로 구성
-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세법, 자본시장 통합법 등의 개정 논의
제6차 이슬람금융 연차총회(싱가포르)에서 한국 IR
5월 - IFSB(Islamic Finance Service Board) 주최
-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3개사 IR 실시
9월
11월
2010년 2월
4월
6월
12월
2011년 2월
8월

기획재정부, 이슬람금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 수쿡발행 시 법인세, 부가세, 취득․등록세 면제법안 마련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무산
- 일부 국회의원, 테러자금 유입 및 특정종교 특혜 문제제기
조특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상정 2차 무산
조특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상정 3차 무산
조특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상정 4차 무산
조특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통과, 기재위 전체 회의 보류
조특법 개정안 임시국회 상정 불발
한나라당 법안 상정 유보
중동자금 활용을 위한 TF 구성 발표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연구원,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자료: 홍순재(2011. 2. 28), ｢이슬람금융 그것이 궁금하다｣, Economic Review 및 관련 각종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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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내 기
획재정위원회의 조세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슬람 금융 도입
을 위한 개정안이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안이 조세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보류
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10년 12월 개정안이 조세법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처리가 무산되었고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2011년 2월 임시국회 상정을 포기한 이후 아직까지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5. 수쿡법 통과 실패 시 제기된 문제점
국내 수쿡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09년 9월 정부가 국회
에 제출한 뒤 1년 6개월을 거친 후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
기된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정부는 이슬람금융이 매우 전문화된 분야이고, 또한 일부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어렵지 않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종교논쟁으로 새
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과거 종교문제 갈등을 크게 겪지 않았던 우리나라
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경제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종교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정부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종교계와 대화를 할 수도 있
었지만, 이러한 행동이 자칫 정부가 특정 종교를 편애하고, 다른 종교를 핍박
하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었다.
이슬람 금융의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이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246│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수 있다. 현재 이슬람 금융에 대한 도서는 국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10
권 내외에 불과하고, 이슬람 금융에 관련된 연구 논문 역시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슬람 금융에 대한 도서를 저술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학, 그 중에
서도 특히 금융학 전공자가 아니고, 이슬람 문화나 역사, 정치를 전공한 사람
들이거나 지역학 전문가로서 이슬람 금융의 설명에서 경제학ㆍ금융학 지식보
다는 문화나 역사에 입각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국내 대학의 강의에서도 나타난다. 국내 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대체로 화폐금융론 시간에
한두 시간을 할애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학원 이상 수
준의 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 금융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논문
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국내 최초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슬람 신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가?
이 법에 관련된 각종 보도자료와 문헌에서 이슬람금융, 수쿡, 무라바하, 이
자라 등 생소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법조문에 “특정종교를 준수하는”이라는
표현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94)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국가로서 여러 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는 법 개정안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
가 있다.

94) 실제로 해외 이슬람금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비이슬람국에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때 가장 조심
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슬람금융이 이슬람종교와 관계가 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처음 이슬람금융서비스가 개발될 때, 이 서비스가 샤리아에 적법한가를 샤리아위원회
가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제적
으로 표준화된 이슬람금융상품이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점 없이 이슬람금융 상품이 제공될 수 있으므
로 이들 이슬람금융상품의 종교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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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은 이슬람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안된 금융상품임에는 틀
림없다. 최초 이슬람금융의 시작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함에는 분명하다. 그러
나 이제는 이슬람금융상품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하나의 보통명사와 같은 금융
상품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관련된 조항을 준수할 경우 국제간에 통용되는
금융상품이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체계가 이슬람금융상품을 거래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슬람금융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는 것이다.
둘째, 이슬람금융은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정부가 굳이 관계 법률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왜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금융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국제금융업에 종사
하는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인프라 구축사업 등과 연관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금융
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활용하
기 위함이거나 국내 기업이 이슬람국가의 대규모 사업이나 산업에 진출할 경
우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인들의 경제생활하고는 별로 관
계가 없는 상품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소매금융에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하
여도 실제로 이를 활용할 이슬람 신도들이 거의 없고 비이슬람 신도들이 이
를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슬람금융은 국내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슬
람 금융 도입의 효과ㆍ이득의 홍보에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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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난무하는 가운데 이 법의 통과로 국내에서 이슬람의 영
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근거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슬람 금융 도입 시 부과되는 자카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이슬람금융기관은 이슬람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금액을 이슬람의
구빈세인 ‘자카트(Zakat)’ 형태로 정부에 납부한다.95) 특히 수쿡의 경우 투자
수익의 2.5%를 자선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카트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문점 및 반론이 제
기되었다. 먼저 이슬람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특정 종교인 이슬람의 율법
대로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자카트는 이슬람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이 경제
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수익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이슬람금융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슬람국가나
이슬람교도들과 하는 모든 거래를 중단하여야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예를 들
어, 이슬람국가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 등은 우리나라에 석유
나 가스 등을 판매한 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자카트로 납

95) 자카트는 이슬람법에 정해진 신자의 신에 대한 봉사 의무(이바다트)로서의 희사로, 오주(五柱)의 세 번
째로 들고 있다. 코란의 자카트는 사다카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희사를 의미하였다. 자카트의 본래
의미는 ‘정결’이며, 마호메트는 메카시대부터 자카트를 신자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보고, 그 지불을
끊임없이 호소하였는데, 그것은 결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630년 이후, 새로
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른 아랍에게, 사다카의 이름으로 가축과 대추야자의 일정률의 지불을 강제하
고, 초대 칼리프인 아부 바르크 이후 제도화가 진행되어서, 후에 확립된 이슬람법에서는 이를 자카트
라고 부르게 되었다. 법학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하나피파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카
트 제도의 대략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자카트가 부과되는 것은 이슬람교도가 소유하는 ① 통화, ② 가
축, ③ 과일, ④ 곡물, ⑤ 상품으로, 마지막의 상품에는 금은과 발견된 매장 재화가 포함된다. 모두 1
년 이상 소유한 것을 전제로, 각각 자카트가 부과되는 최소한이 정해져 있다. 자카트의 부과율은 ①은
2.5%, ②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0.8%에서 2.5%, ③과 ④는 천수ㆍ유수관개의 경우에 10%,
인력ㆍ축력 또는 특별한 관개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5%, ⑤의 연수의 2.5%, 금은 5%, 은은
2.5%, 매장 재화는 20%이다. 다음에 자카트의 사용처는 ① 가난한 순례자, ② 탁발승, ③ 빚을 갚지
못하는 자, ④ 걸식, ⑤ 가난한 여행자, ⑥ 신개종자의 원조를 위해서라고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이 자
카트는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사실상의 재산세로, 그 사용처가 궁핍자의 구제를 위해서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구의 학자는 대부분 이를 구빈세(救貧稅)라고 한다. 그러나 자카트가 정부에 의해서 징
수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구빈세와의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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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다. 따라서 이 논리를 따를 경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부터 석유나 가
스를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면 이 자금이 이슬람금융기관이 납
부하는 자카트를 통하여 테러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이슬람금융기관이 납부한 자금이 테러자금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슬람금융기
관이 납부하는 자카트가 중앙정부 기관을 통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의 투명한 회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정치적인 이
유 때문에 불투명하거나 그 사용처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는 이슬람 개별국
가의 문제이지, 이를 갖고 모든 이슬람국가를 믿지 못하거나 이들이 사용하는
자카트가 테러자금화된다는 것은 커다란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
한 테러자금화가 우려되는 국가가 있다면 이들 국가와의 자금거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카트의 테러화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주국가들이 겪는 문제점이
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제시되는 해결책은 너무도 당연하다. 즉 테
러자금에 매우 민감하고, 국제적인 정보에 우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미국
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큰 무리 없이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관련법을 개정하였기 때
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카트 자금이 테
러자금화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나라들은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려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굳이 법을 바꾸면서까지 도입하려고 하는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이슬람 금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
기법이다. 제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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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련법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려 한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
진 일본은 지난 2011년 5월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하였다.
즉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산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
는 일본은 2011년 5월 금융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자산을 거
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슬람금융 도입 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이슬람금융 조달 비용이 다른
채권과 유사하게 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었다.
프랑스 역시 2010년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 세법을 정비하고
수쿡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국세청은 수쿡에서 제공되는 수익을 이윤
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자로 취급하여 관련 세금을 징수하며, 수쿡과 관련된
자산거래에서는 면세처리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영국이나
미국에는 이미 이슬람은행이 설립되어 다양한 이슬람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나 프랑스가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금융기관들이 이슬람금융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국제금
융시장에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상
당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오해에 기반한 것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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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슬람금융 활성화 정책
가. 활성화정책의 개요
1) 활성화정책 수립 기준
정부는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성화정책은 이슬람금융의 국내 도입 목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이 활성화될 분야는 주로
도매금융이고, 또한 자금 운영보다는 자금조달 분야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
다. 즉 내국인이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슬람금융의 활성화정책 역시 이슬람금융을 활
용한 소매금융보다는 도매금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자금운영보
다는 자금조달 분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활성화정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
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여
러 가지 정책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정책을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
능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은 사적재화를 창출하는 산업이
면서 공공성을 갖는 산업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국가나 엄격한 규제와 감독
을 받는 산업이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규제와 감독은 전반적인 규범이나 시
스템적 규제이고, 실제 각 금융기관은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금융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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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는 인프라구조 제공이나 개선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
넷째, 활성화 정책은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특수한 이득을 얻지 않도
록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슬람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금융산업 내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이득을 줄
경우, 이는 정부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활성화정책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단기적인 정
책과 장기적인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때 단기 정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이슬람금융서비스가 도입되도록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구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정책은 우리나라가 보다 다양한 이슬람금융서비스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구비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활성화정책의 개요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표 9-3]과
같다.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2011년 3월에 실패한 수쿡법의 국회통과를 들 수
있고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초적인 이슬람금융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구축이 된다.
한편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금융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으로 크게 (1) 다양한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 및 개발과 (2)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수단으로는 정부와 국회 간 정치적인
협력 증대와 홍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장기적 수단에는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법제도 개선, 국제적인 마케팅 작업 및 장
기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이 포함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슬람금융

253

제9장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발전 전략 │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과 확대,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개발
증대가 필요하고, 법제도 개선에서는 향후 다양한 이슬람금융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한 국제적인 마케팅 작업에는 정부 및 민간기업, 학계의 국내 이슬람금융에
대한 국제적 홍보 활동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장기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 표 9-3. 이슬람금융 활성화정책 ❚
주요 목표
단기
- ‘수쿡’법의 국회 통과
정책

주요 수단 및 이슈
- 정부와 국회 간 정치적인 협력 증대
- 홍보 강화
․이슬람금융에 대한 오해 불식

- 이슬람금융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확대
․연구개발 확대
- 도매금융서비스로 다양한 이슬람
장기
- 이슬람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금융상품 도입 및 개발
정책
․다양한 이슬람금융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이슬람금융 활용을 위한 국제적 마케팅 작업
- 이슬람금융 장기 활성화 여건 조성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나. 국내 홍보 확대
1) 개요
2009년 9월 정부가 최초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부터 이슬람금융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당시 조세법 심사소위원회는 이 법의 논의를 2009년 9월에 시작하였
으나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 것은 5차에 걸친 심사를 마친 2010년 12월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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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6) 이렇게 조세법 심사소위원회의 통과가 오랜 기간 걸린 것은 당시의 여
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이슬람금융이나 이에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이슬람금융에 관한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
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금융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자칫 종교적인 대립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
문이다.97)
따라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국내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국내 이슬람금융의 도입에서 가
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국내 일부 타종교인 및 타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라
할 수 있다.98) 이 역시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홍보부족에
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는 실제로 이슬람금융이 갖고 있
는 본질적인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상당부분은 이슬람금융에 대한 잘못된 지
식에 기초하게 된다.
특히 이슬람금융이 확산될 경우 이슬람교가 국내에 확산될 것이라는 기독
교인들의 오해는 이슬람금융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오해를 없애고 적절한 지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일부 기독
교 원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여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

96) 2010년 12월 개정안이 조세법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처리가
무산되었고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2011년 2차 임시국회 상정을 포기하여 아직까지 법적ㆍ제도적 기
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97) 예를 들어, 2009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내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차례 통과되지 못
하였다.
98) 실제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0년 12월 조세법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기독교계가 많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머니투데이 기사, [인터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섭 의원,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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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면 정부나 국회의원은 보다 자신 있게 이를 추진할 수 있고, 또한 이
슬람금융은 보다 빠르게 도입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슬람금융이
소매금융서비스로 국내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아니
고, 국제금융에 활용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슬람금융의 도입은 실
제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 국민들이 이
를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이는 이슬람금융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제정 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 주요 홍보 내용
이슬람금융의 도입에 관련된 홍보는 크게 직접적인 이슬람금융에 대한 홍
보와 이슬람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 및 사용 현황,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금융 도입 움직임 등의 소
개 및 홍보를 포함한다.
이때 홍보 내용은 이슬람금융이 무엇이고,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실제
국내소매금융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금융거래 상품으로서의 역할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비이슬람 국가가 이슬람
금융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이를
도외시한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시시
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비이슬람 국가가 어떻게 이슬람금융을 활용하는가
에 대한 소개를 위하여 각국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홍보하고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슬람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것 역시 이슬람금융 도입의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 역시 필요하다.
특히 현재 이슬람국가는 테러주도 국가들이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국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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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서 출발하여 이슬람국가와의 교역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은 매우 다양하다.

3) 홍보 방법론
홍보방법론은 크게 홍보내용의 수준선정과 구체적인 홍보방법 선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슬람금융에 대한 홍보는 크게 일반 금융관련 종사자나 전문가를 위한 교
육 및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 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슬람금융은 전
통금융서비스를 현대금융기법을 사용하여 샤리아에 적법하도록 조정한 것이
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99)
그렇기 때문에 홍보 내용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작
성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직업상 이슬람금융을 접하여야 하거나 실제로 금융
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상대로 홍보하는 내용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홍보 내용은 서로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일반 금융관련 종사자나 전문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는 크게 이
슬람금융 관련 각종 세미나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서적을 발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연수원과 같은 기관에서 정기적인 강좌를 개설하는 것 역시
전문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학회나 국회 같
은 기관에서도 이슬람금융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판단에 도움
을 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인을 위한 홍보로는 이슬람금융에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서적을 집필하는 것이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이슬람금융과 관련하여 기고하도록 권장

99) 제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슬람금융을 이해하려면 현대 금융기법인 SPC나 자산담보부증권 등과 같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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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해설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하고 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를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경쟁력 강화 방안
1) 이슬람금융 인력 및 물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현재 국내에는 이슬람금융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외경제정책연
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이슬람금융 관련 국책연구기관이나 한국금
융연구원, 증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같은 금융관련 연구원도 이슬람금융
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금융 분야에서 제시된 전문적인 보고서 역시 많지 않다. 국책
연구원의 보고서나 금융관련 연구소의 연구 자료는 매우 적은 수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슬람금융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이슬람금융 관련 학자들에
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준의 국내 연구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슬람금융이 매우 특정한 금융 분야이고,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슬람금융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
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슬람금융 전문가가 국내에 별로 없다는 것은 아마
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금융의 빠른 확장세와 자금조달 다원화를 통한 국내금
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이슬람금융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슬람금융 전문가의 필요성은 현재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금융 전문가의 양성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단기
적으로 기존 금융전문가와 법학자, 중동 및 동남아지역 전문가들이 이슬람금
융 및 이슬람법학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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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새롭게 이슬람금융
이나 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록 금융이나 법학분야에 많은 지식
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이슬람금융과 같은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들이 이러한 시간을 투자하기
는 쉽지 않다. 다만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이
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양성은 주로 대학의 연구진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지워하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국내 교육 및 연구기관이 이슬람금융에 집중하여 연구 및 고
등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슬람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사항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슬람금융은 기본적
으로 전통적인 금융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하도록 조정한 금융기법이
며 주도 중동이나 동남아 등 이슬람국가에서 많이 활용된다. 따라서 이슬람금
융의 전문가들은 (1) 전통적인 금융에 능통하고, (2) 샤리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하며, (3) 중동이나 동남아의 이슬람문화나 지역 경제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금융전문가, 이슬람
법전문가, 중동지역 전문가 및 동남아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100)
실제로 이러한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거나 국내에서 배양하
기는 쉽지 않다. 먼저 교육서비스 공급 측에서 볼 때 이러한 교육과정이 제
공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경
제 및 경영학과와 이슬람문화 관련 학과 및 동남아, 중동 관련 지역학과가
결합하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

100) 제5장과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의 규모는 중동의 GCC 국가가 가장 크나 개별 금
융기관으로 볼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이란의 Bank Malli가 가장 큰 금융기관이고, 이슬람채권
인 수쿡의 발행규모로 볼 때에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발행국가가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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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학의 입장에서 여러 다른 학과 교수들이 이슬람금융 교육을 위하여 상호
결합하기에는 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금융의 효율적 교육을 위
하여 서로 다른 네 가지 분야 학자들이 상호 결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학과와 교육과
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한편 이슬람금융 교육의 수요 측면에서 과연 충분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존
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즉 비록 이 분야 학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교과과정을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금융기법을 전문화
하는 교육과정에 많은 등록금을 투자할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도 의문이다. 아
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뢰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슬람금융 교육이 이루어지고
전문가가 배출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만약 이슬람금융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적어도 특정 학교나 대
학을 선정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결론
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이슬람금융의 세계 최고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INCEIF(International Centre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는 말레이
시아의 중앙은행이 지원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카다르 역시 Qatar
Foundation을 통하여 이슬람금융의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이 국내 이슬람금융 전문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국내 대학의 연구소에 그 역할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경제연구소나 이슬람문화 관련 연구소들은 이미 금융이나 이슬
람문화 등 이슬람금융에 관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슬람금융에
필요한 다른 분야, 즉 경제 관련 연구소의 경우에는 이슬람법 및 문화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이슬람법 및 문화 관련 연구소 및 동남아지역 연구소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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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학의 연구기관은 국내에서 이슬람금융 관련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
서 각종 자료 수집과 보관, 연구 추진 및 이슬람금융정보지식센터 설립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금융에 관련된 각국의 정책변화나 법률 개정, 각종 통계 등
이 제공될 경우 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슬람금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하
여 지식을 축적하여야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간의 상호 협력을 진
행할 전문기관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이슬람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이슬람금융에 대하여 많은 연
구지원이 제공되고,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관련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 확대
현재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대체로 국
내에 소개된 연구 결과는 이슬람금융의 상품 및 서비스 형태나 최근 현황 및
국내 도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물 등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이슬람금융
에 대한 도서는 국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10권 내외에 불과하고, 이슬람
금융에 관련된 연구 논문 역시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슬람금융에 대한 도서
를 저술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학,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학 전공자가 아니
고, 이슬람 문화나 역사,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이거나 지역학 전문가로서 이
슬람금융의 설명에서 경제학ㆍ금융학 지식보다는 문화나 역사에 입각한 설명
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실정은 국내 대학의 강의에서도 나타난다. 국내 대학에서 이
슬람금융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대체로 화폐금융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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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할애하여 일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학원 이상 수준의
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금융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논문도 매우
드물게 발표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이나 동남아 등에서 이슬람금융이 최근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
며 이들 금융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이나 효율성 등을 전통적인 금융과 비교
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금융의 신규상품을
디자인하고,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
지 않았다.
특히 이슬람금융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교 및 사회에 대한 연구와 금융시장
에 대한 연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슬람금융
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교 및 사회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3) 이슬람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금융 상품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려면 이에
연관된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상품을 도입하려면 국내법을 개정하여
야 하며, 이는 2009년 9월∼2011년 2월 수쿡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수쿡의 발행을 위해서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수쿡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관습이나 체계가 없어 처음 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예상치 못했던 어
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쿡의 발행 시 이것이 샤리아에 적법한가를 검사할 샤리아위
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금융감독기구 내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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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외국의 샤리아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
요하다.
비록 현재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 할지라도 법제도 개
선을 위한 준비는 계속 필요하다. 현재 이슬람금융 관련 상품들은 국제금융시
장에서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슬람금융이 차지하는 비중
은 매우 낮으며 이슬람금융은 향후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실
정이다. 때문에 향후 등장하는 새로운 이슬람금융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려 할
경우 이것이 국내의 법 제도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속하
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기관 내에 법제도 연구포럼이
나 팀을 수시로 운영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편 이슬람인덱스 개발을 통한 이슬람계 자금 유치도 이슬람금융 관련 법
제도 개선에 포함될 수 있다. 이슬람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려면 이들에게 적합
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쿡이 발
행되고 이를 위하여 각종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이슬람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금융권, 특히 GCC 국가들의
경우 아직 자금공여시장이 미발달한 관계로 채권보다는 주식을 보다 우선적
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때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이들의 투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들에게 이슬람금융상품에 적
합한 주식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이를 또한 이슬람인덱스 형태로 투자하게 하
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슬람국가의 투자가들이 한국 내에서 샤리아에 적법한 주식이 무
엇이며 관련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이들 주식이
나 상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 주식에 관련된 기업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때문에 이슬람인덱스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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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소개할 경우 많은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인
덱스 관련 상품들은 개별기업의 성과보다는 거시경제나 경제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 보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해외투
자가들에게 보다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다.

라. 국제적인 마케팅 작업
1) 개요
이슬람금융은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의 서비스만이
이루어지고, 주로 중동이나 동남아의 이슬람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거래가 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슬람금융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하고,
각종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주로 이슬람자금을 활용하
기 위한 점이라는 사항을 고려할 때 이슬람국가에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정
사항이나 투자 환경 등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작업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슬람지역의 국부펀드가 세계 각국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이슬람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경우에도
국내 이슬람금융의 활용가능성을 홍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마케팅 작업은 크게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과 개별 금융기관
의 역할 및 이슬람금융 연구자들의 역할이 모두 차별화되며 서로 보완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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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정부는 이슬람 국가의 정부와 이슬람금융 관련 외교나 교류 관계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크게 다자간의 협력과 양자간 협력으로 구
성된다.
먼저 다자간의 협력으로는 이슬람금융위원회의 참여를 지속하고, 이슬람금
융 관련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정부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슬람금융 관련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이슬람금융회의는 대체로 이슬람금융을 소개하려는 회
의로 이슬람금융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슬람금융 전문가를 초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까지 업그
레이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슬람금융의 현안을 논의하는 이슬람금융학자나 기관들의 모임으로
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 학자
들이나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한국 학자의 연구결과를 밝히고, 이슬람금융 학
자들과 토론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양자간의 협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슬람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를 선정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슬람 국부 펀드가 풍부하거
나 이슬람금융 기법이 많이 활용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홍보 활동
기타 홍보활동은 개별 금융기관의 홍보 활동과 연구기관 및 학자들의 홍보
활동을 들 수 있다. 개별기관들의 홍보활동은 매우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기관
이 해외금융기관과 접촉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것이고, 연구기관 및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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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홍보활동은 간접적으로 이슬람금융 관련 국내 연구활동이나 발전 상황
등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슬람금융 관련 각종 회의나 학회에 개별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해외의 금
융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학자들 역시
각종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장기적인 이슬람금융 활성화 여건 조성
금융산업은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로 만나서
서비스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가 서비스
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 국내에서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 된다. 특히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태어나 단일문
화 및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의 환경을 고려할 때 머나먼 중동이나 동남
아시아의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매우 당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이를 이해하도록 각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슬람금융의 성공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정치적 이용배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이 도입되려면 관련법의 개정이나 신
규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 경우 법의 개정이나 신설 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권이 개입하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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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도중 야
당 국회의원이 수쿡법 통과가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연결되었다
는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국회통과에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즉 정부가
원전수주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때 자금지원이 이슬람금
융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수쿡
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의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것이 2009년 9월이고 실제로 정부가 이를 위하여 준
비한 것은 이보다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이 법의 개정이 실제로 원전수주와
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상정을 미루었
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하
여 기존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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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하였고, 수억의 인구
및 기업이 이를 활용하며, 다양한 금융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슬람금융이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나 연
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역시 없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서나 연구서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이슬람금융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연구서
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1) 이슬람 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 금융 현황과
(3) 향후 우리나라 이슬람금융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
성된다.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부분은 이슬람금융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였
다.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설명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금융의 소개서는 이슬람금융을 소개할 때, 이
슬람금융이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자라, 무샤라카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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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금융의 기법이나 작동원리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는 먼
저 전통적인 금융이론을 설명하고, 현실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융상품이 이슬
람금융에서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이
슬람금융이 은행, 증권과 펀드, 보험, 단기금융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제공되
는가 혹은 응용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현황 부분이다. 이는 최근 이슬람금융의 전반적
인 추세를 은행, 증권과 펀드,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는 부분과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UAE) 국
가 및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이슬람금융을 소개하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
가 여러 지역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이들 지역이나 국가들이 서로 다른 특
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GCC 국가는 풍부한 오일 자본과 많은 이
슬람 신도들로 인하여 이슬람금융이 시작하고 발전하게 된 지역으로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이슬람금융의
허브 국가로서, 이슬람채권인 수쿡 발행을 주도하고, 중동의 자금과 비이슬람
국가를 연결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이론과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슬람금
융의 활용방법과 방안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부분이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금융의 이론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 등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슬람금융은 금융과 이슬람의 결합으로 시작된 서
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연구하려면 금융전문가, 이슬람법
전문가, 중동지역전문가, 동남아전문가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들이 결합하
여 이슬람금융을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
혀 이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물적, 인
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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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인 혹은 정책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
다. 첫째, 여태까지 이슬람금융과 관련하여 특정 주제나 정책방향 등과 같이
지협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
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학술적인 면에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상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이슬람금
융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밝힌 것은 전통적인 금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슬람금융의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추이와 발전 원인 분석 및 GCC 국가와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
요국의 이슬람금융을 금융이론에 입각한 일관적인 틀 속에서 설명한 것 역시
이 분야 연구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이슬람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
여야 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 역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9월 정부가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도 하
나의 기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갖는다. 연구자들이 경제학, 특히 금융업 전문가 및 동남아경제전문가로 구성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네 분야 전문가 중 두 분야 전문가의 결합에
그쳐 법적인 이론 및 해석이 부족하고, 이슬람의 창시국인 중동지역이나 이란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연구의 질이나 양적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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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slamic Finance: Theory and Practice
Choong Lyol Lee, Young Soo Lee, and Sang Young Jei

This book is an attempt to review recent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and to
provide the practical guidance and policy implication to experts of financial
industry and government in Korea. It consists of three parts such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 recent development and its future application of Islamic finance in
Korea.
The first part provides theories for Islamic finance. First, it explains the
conventional banking and finance theory and later we show how Islamic finance
provides the conventional banking service with observing the Sharia, the rule of
Islam.
The second part shows the recent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major
countries. More specifically, it explains how the Islamic finance of GCC
countries and Iran has been developed for the past decade or more. It also
includes the success story of Islamic finance of Malaysia and the role of its
development strategy. The cases of its recent development of advanced countries
of France, UK, US and Japan are also provided.
Finally, it suggests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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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in Korea. For example, it indicates that Korea will
be able to take several benefits by utilizing Islamic finance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such as portfolio diversification effects.
We believe that this book is the first comprehensive book for Islamic finance in
Korea. We hope that it can provide much information to the academicians,
market participants and policy makers of financial market and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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