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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초록 

 

현행 세제에서 자본(자기자본)과 부채(타인자본)의 구별은 중요하다. 발행 기

업의 자본비용은 타인자본만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자

본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이 

다르고, 원천징수제도 및 조세조약도 두 가지를 구분하여 달리 과세한다. 그러

나 자본과 부채의 구별은 논리필연적인 구별이 아니고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일뿐이다. 그 성격상 중첩되는 금융상품의 역도 존재한다. 

요즈음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을 다수 발행해 오고 있다.  

현행 세제는 하이브리드증권을 그 민사법적 성격에 맞추어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한다. 이 일도양단 구분은 하이브리드 증권의 경제적 실질과는 거리가 멀

다. 그 결과 조세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자

본과 부채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상사법이나 금융규제법, 기업회계, 신용

평가가 어떤 구별기준을 택하고 있는가를 두루 살펴보고, 그런 구별기준이 세

법상의 구별에 미치는 함의를 연구한다. 주된 논지는 일도양단적으로 자본 또

는 부채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증권에는 자본적 요소와 부채적 요

소가 있다는 섞여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자본과 부채 사이의 ‘연속

성’상에서 어느 중간 지점을 찾아 증권가치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로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아날로그’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이 논문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지급임의성 및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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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성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자본의 성질을 띠는 비율만큼은 자

본으로 부채의 성질을 띠는 비율만큼은 부채로 배분하는 것이다.  

일단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논리적 타당성을 밝힌 이후의 과제는 이 주장

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 실제로 어떤 법률효과를 낳을지, 그런 

법률효과는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현행법 가운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

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고, 원천징수제도의 고려도 필요하며, 이중과

세조정제도들인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정비

가 필요하다. 조세조약에서도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으로 인한 국제적 이중과

세나 이중비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고, BEPS 에 따른 연결규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주요어: 자본과 부채의 배분, 하이브리드증권,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Bifurcation(분리법), Integration(통합법), Allocation(배분법).  

학번: 2007-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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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에 대한 연구 

-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에 대한 제안 - 

 

일러두기 

이 논문은 기존의 전통적 조세제도는 자본과 부채 사이에서 일도양단적 구

별 또는 선택만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일도양단은 경제적 실질을 반 하

지 못함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의 증권(이를 ‘하이

브리드증권’이라고 정의한다)의 경제적 실질이 자본과 부채의 연속선(또는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아, 그 경제적 실질을 고려

하여 – 아날로그적으로 - 비율적 일부를 자본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비율만

큼을 부채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하나의 금융상품을 자본과 부채로 비율적으로 배분하여 

인정하는 과세방법을 ‘(비율적) 배분법’이라고 부르고자 하며, 이러한 배분

법이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

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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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자본과 부채의 구별과 하이브리드증권 

 

자본과 부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이다. 자본과 부채의 법형식을 정하는 

상법에서 자본과 부채(회사의 경우 사채)의 구별은 법문을 따르면 된다.1  그런

데,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자본과 부채는 상호간 모

순개념이 아니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연속하는 스펙트럼의 양 끝이다.2  그리

하여 자본과 부채는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하고 중첩적

 
1  상법상 자본 관련 규정(자본금을 규정한 상법 제451조, 이익준비금에 대한 상법 제
458조 및 자본준비금에 대한 상법 제459조 등) 및 상법상 사채 관련 규정(상법 제469
조 이하) 참조. 그러나, 부채로 발행한 것은 부채이고 자본으로 발행한 것은 자본이라

는 접근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2  이창희, “세법강의”, 제18판 (2020), 552면; 송옥렬, “상법강의”, 제9판 (2019), 1124면도 
같은 취지. 이러한 자본과 부채의 양 극단의 개념으로는 미국세법판례가 참조가 된다. 
미국세법판례상 부채는 ‘채무자의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합리적인 만기와 정하여진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 무조건적인 일정액의 지급 의무(an unqualified obligation to pay a 
sum certain at a reasonable close fixed maturity date along with a fixed percentage in interest payable 
regardless of the debtors' income or the lack thereof)’라고 하고{Gilbert v. Commission, 248 F2d 
399 (2d Cir. 1957)}, 자본은 ‘회사의 이익 및 손실의 기회를 공유하면서 회사의 기업기

회에 참여하는 지위(to embark upon corporate adventure, taking the risks of loss attendant upon 
it, so that he may enjoy the chances of profit)’라고 한다{United States v. Title Guarantee & Trust 
Co., 133 F.2d 990 (6th Cir. 1943)}. 미국세법상 자본과 부채의 개념은 이 논문 제5장 제2
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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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이 존재한다.3  이 두가지는 풋-콜 패러티(Put-Call Parity)를 통하여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상호간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으므로,4  그 사이에 넘을 수 없

는 벽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자본과 부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여러가지 면에서 극단적으로 상반된

다. 우선 금융상품의 발행자의 손금 산입 여부가 다르고(자본에 대한 배당지

급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손금산입됨), 수령자의 

소득구분이 달라지므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한 조세감면혜택의 유무 및 정도

가 달라진다. 국제조세의 면에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다르

며, 그로 인하여 조약상 원천징수세율도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이자소득의 원

천징수세율이 배당소득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본과 부채에 대한 

조세제도에서의 극단적인 차이는 어떠한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하게 

 
3  Strnad는 조세상 부채와 자본 사이에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세제도에 직접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Jeff Strnad, “Taxing New Financial 
Products: A Conceptual Framework”, 46 Stan. L. Review 604. (이하 “Conceptual Framework”로 
줄여서 인용한다) 

4  풋콜패러티를 이용한 금융상품의 복제에 대하여는 Al. Warren,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and Income Tax Policy”, Harvard Law Review, Vol. 107 (1993), (이하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이라고 줄여서 인용한다) 465면 내지 470면 참조. 

풋콜패러티는 원래 주식을 가지고 풋옵션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면 무위험포

트폴리오(즉, 행사가격 상당액의 채권을 무위험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와 같다는 것인

데{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S + P – C = X/(1 + r)t]. 여기서 S: 주식, P: 풋옵션, C: 콜옵션, 
X: 행사가격, r: 이자율, t: 기간}, 여기서 (단순화를 위하여) 무위험수익률을 할인율과 
같게 보면 할인채{Z: 할인채(Zero Coupon Bond)}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그 요약식은 
“S + P = Z + C”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과 해당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는 것
은 할인채와 해당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같다는 의미가 된
다. 등식을 이용하여 “S = Z – P + C”과 같이 주식의 포지션도 다른 상품들을 통하여 복
제할 수 있다.  



4 

 

반 하지 못함으로써 조세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현행 세제가 부채는 타인자본이고 자본은 자기자본이라는 구분

을 근간으로, ‘법인-주주’, ‘법인-채권자’라는 법률형식을 세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남은 소득이 법인의 소득, 곧 주주의 집합적 

소득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5  그러나,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에는 그 경제

적 실질에서 부채와 자본의 원형6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구별이 어렵고 양자

의 성격을 혼합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자본과 부채

를 일도양단으로 구분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 1.  

종류주식(우선주) A는 일정 비율의 누적적 우선배당권이 있고, 당해 종류

 
5  이창희, 위 책, 550면 참조.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회계상 자산은 자본과 부
채의 합이라는 복식부기의 기본적 약속에서도 드러난다. 그러한 제도 하에서 어떤 기
업이 그 사업 내용과 자금 조달의 내역을 회계원칙에 입각한 재무제표를 통하여 드러

내게{즉, 공시(公示)하게} 된다면, 어떠한 투자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또는 증
권이 어느 정도의 위험과 수익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창희, “법인세와 회계” (2000), 36면 이하 참조.  

6  자본과 부채의 개념은 제도마다 제각각이나, 부채의 원형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확
정기한인 만기를 가지고 일정한 이자율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성과와 무관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자본의 원형은 권리자(주주)의 입장에서 ‘지분비

율에 따라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하여진 변제기(만기)가 없는, 채권자

에 대하여 후순위의 권리’이면서 ‘주주권(의결권 즉 지배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자본과 부채의 원형은 상법, 금융규제법, 기업회계 및 신용평가와 
조세에서의 논의를 순차적으로 살펴본 뒤(제2장 내지 제6장 제3절까지), 조세상으로는 
세 가지 핵심개념인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의 세 가지 개념을 연속된 스펙

트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삼고 그 경제적 실질의 정도(程度)를 비율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제6장 제3절 라.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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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보다 후순위인 보통주에 대한 배

당이 금지되는 조건(배당금지조항)7이 있으며, 청산시에 보통주보다 선순

위이다.  

영구채 B는 발행자인 차주가 (임의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8 

그러한 이자 미지급액이 누적적이지도 않으며, 발행자의 주주배당을 제

한하지도 않고, 청산시에는 보통주와 동순위로(즉, 동일한 비율로) 상환

받는 조건이다. 또한, 영구채 B는 도산시 종류주식 A의 투자금 상당액의 

상환이 완료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윈리금이 지급되는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9 

 

종류주식 A는 경제적 실질로는 부채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상법상 자본이

고, 뒤에 다시 보듯이10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법령과 조세판례는 그러한 금융

상품의 자본성 인정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구채 B는 자본의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령과 판례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부채

로 구분하고, 그 결과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에도 별 제한이 없다. 11  경제적 실

 
7 ‘배당금지조항’ 등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에 대하여는 이 절 제3항 참조. 

8  발행자의 이자지급 거절 조건은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연기하는 조건도 있고

{이를 강제적 연기권 또는 조건부 연기권(‘Mandatory Deferral’)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러한 연기권의 행사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완전히 임의적인 연기 권한{이를 임의적 
연기권(‘Optional Deferral’)이라고 한다}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가정한다.  

9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의 효력은 이 논문 제2장 제4절 제2항 나. 참조. 

10 이 논문 제6장 제1절 참조. 

11 이 논문 제6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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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비추어 보면 구채 B는 평상시에도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청산시

에도 보통주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나, 우선주는 평상시에 배당가능이익이 있

으면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될 확률이 높고, 청산시에도 보통주보다 

우선하므로, 구채 B가 우선주보다 더 자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발행

기업이 동일한 성과를 거둘 경우 종류주식 A의 회수가능금액이 더 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조세상 부채이고 전자는 조세상 자본이므로 후자만 

(이자를 지급한다면) 조세상 이자손금산입의 혜택을 누린다.12  

한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세제상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

는 금융상품이다.  

사례 2.  

시가가 120원인 ‘가’ 회사가 발행한 무배당주식(‘S주식’)이 존재하고, 1년 

이후 그러한 주식을 120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존재하여 거래된다. 연간 이자율은 10%이다. 투자자 A는 S주

식과 동 주식에 대한 행사시기가 1년이 되는 날인 풋옵션을 ‘가’ 회사로

부터 취득한다. 투자자 B는 ‘가’회사가 발행한 할인채13를 109원(120/1.1)

에 취득하고 ‘가’회사로부터 동 주식에 행사시기가 1년이 되는 날인 콜

옵션을 취득한다. 14  

 
12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상 이자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6장 제1절 참
조. 

13  원래 풋콜패러티를 성립시키기 위한 할인율(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이나, 이 사례에

서는 단순화를 위하여 회사채의 할인율과 무위험할인채의 할인율이 같다고 보았다. 

14 이 사례는 Warren,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466면의 예시를 손금산입 효과를 보
여 주기 위하여 발행사가 같은 회사인 것으로 변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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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할인채와 콜옵션의 조합에 투자한 투자자 A와 주식과 풋옵션에 투

자한 투자자 B 사이에 경제적 실질의 차이는 없다. 1년 뒤에 양 투자자 모두 

120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주가가 120원을 초과하면 풋옵션의 가치는 0

이고, 주가가 120원 미만이 되면 콜옵션의 가치는 0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투자자 A의 소득과 투자자 B의 소득은 달리 구분된다. 또한, ‘가’회사는 할

인채의 할인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주식을 발행한 발행

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조세혜택을 얻을 수 없다.15  

이와 같은 자본과 부채 구별의 문제는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이거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하이브리드증권」16  에서 두드러진다.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금

액은 국내 기업 발행 규모만으로도 수십조에 이른다. 하이브리드증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증가된 계기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가 제시하는 은행의 자기자본규

제(소위 BIS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제자본’17의 확충을 하기 위함이었으

 
15  Strnad도 이러한 이유로 무이자부채권과 자본성격의 투자를 결합할 경우 과세이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 다. Strnad, “Conceptual Framework”, 572면 각주 11번 참조.  

16  ‘하이브리드증권’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 및 범위는 논문 제1장 제1절 제2항에서 정
의한다. 

17  ‘규제자본’ 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법규의 법목

적에 따라 자본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자본의 개념은 상법상 자본의 
개념 또는 기업회계상 자본의 개념에 의지하지 아니한다. ‘규제자본’을 기업회계상 자
본과 비교하자면, 규제자본은 (기업회계처럼) 재무제표상의 투명성을 반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안전성이나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

로서 자본을 정의하는 목적이 회계기준과는 다르다. 김희준,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

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8), 174면. 이러한 규제자본

(특히 은행자본)의 4가지 주요 목적은 (1) 은행자산가치의 하락시 은행손실을 흡수하

고, (2) 은행 초기 업시 사업개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3) 예금자들에게 원리금

을 지급하여야 하는 예금자보호제도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는 재원이 되고, (4)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은행 작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K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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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제는 상당 수의 일반 기업도 그와 유사한 조건의 하이브리드증권을 발

행하고 있다. 은행이 발행한 하이브리드증권인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18나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구채 형식의 하이브

리드증권은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9  

BIS 규제와 무관한 일반기업에서조차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이 빈번해진 것은 

조세, 기업회계, 신용평가(credit rating)20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행기업 

입장에서 하이브리드증권이 자본으로 취급되면, 신용평가 관점에서 해당 기업

이 부채가 적고 자본이 충분하게 되어 신용도가 제고되고, 기업회계에서 투자

자에게 양호한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21  그런데, 신용평

 
Alexander, “Principles of Banking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87면.  

18  코코본드라는 명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보통주

로 전환되는 강제전환조건(즉, ‘Contingent Convertible’)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불리운다. 이하 제2장 제3절에서 보듯이, 현재의 BASEL III 은행규제는 하이브리드증

권의 요건으로 기업의 위기상황 발생시 ‘강제상각’ 또는 ‘강제전환’ 조건을 요구하는데, 
은행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대부분 강제전환조건으로 발행되어 ‘코코본드’가 
된다.  

19  일반 기업의 구채 발행 현황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2조원에 이르고 있다. 금
융감독원 보도자료 「일반기업의 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 (2018. 
5. 29.). 1면.  

20  ‘신용평가’는 발행자의 상환능력 및 특정 금융상품의 원리금이 당초 상환조건대로 
적기 상환될 확실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과정이며, 발행사의 
채무불이행 확률과 채무불이행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손실률(또는 발행채권의 회수율)
의 차이를 감안하여 발행자 또는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한
국기업평가, “KR 신용평가 일반론” 중 “I. 신용평가 방법론 체계의 이해” (2019), 4면.  
보다 간단하게는 ‘특정 기업 또는 채권’에 대하여 ‘상환가능성’ 또는 (반댓말로)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정신동, “BASEL III와 글로벌 금융규제

의 개혁”, 도서출판 선 (2011), 203면도 같은 취지. 

21 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는 이 논문 제3장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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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관들은 하이브리드증권이 부채성과 자본성의 양자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신용평가기관들의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비율적으로 배분

하여 일정 비율은 부채로 일정 비율은 자본으로 보고 있다.22  

이 논문의 목적은 ‘하이브리드증권’ 에 대한 과세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

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본과 부채 중간의 ‘하이브리

드증권’ 에 대하여는 그 연속성상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경제적 실질을 고려

하여 판단한 뒤, 비율적 일부를 자본으로 나머지 비율을 부채로 나누어 인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비율적 구분을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23   

 

2. 하이브리드증권의 정의 

 

이 논문의 주제는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이거나 양자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논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부르는 말로 「 하이브리드 24 증권(Hybrid Securities 또는 Hybrid 

 
22 하이브리드증권의 신용평가는 이 논문 제4장에서 검토한다. 

23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구체적 내용은 이 논문 제5장 제6절 참조. 

24  하이브리드(hybrid)라 함은 사전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둘 이상 뒤
섞음”이라는 의미이다. 금융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요소를 보유

하는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일컬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자본과 부채의 구별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양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존재

한다. 

한편, 하이브리드증권과 달리 ‘합성증권 또는 합성금융상품’(Synthetic Securities 또는 
Synthetic Instrument)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실제 원금이 이전되지 않으나 이를 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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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25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는 둘 이상의 요소

가 섞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본과 부채 사이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

나,26  이미 금융시장에서 자본과 부채 양 극단의 중간 금융상품을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증권과 유사하거나 중첩적인 역을 가진 개념으로 ‘혼성금융상품’,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코코본드(CoCo Bond)’ 및 ‘ 구채’가 있고, 이

러한 개념들을 하이브리드증권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혼성금융상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5조의3에

 
으로 산정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손익을 분배하여 가지는 가상원금계약(Notional 
Principle Contract)을 이용한 파생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이브리드증권은 
하나의 증권에 여러 금융상품을 결합시키는 것이고(combining other instruments into a 
single security), 합성증권은 여러가지의 포지션을 결합하되 정산된 현금 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multiple positions, the net cash flows on which mimic the cash flows on another instrument)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Weisbach, “Tax Responses to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50 Tax 
Law Review 491 (1995), 495면 각주 16 및 502면.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과 같은 거래상의 용어에 대하여 확립된 법적 정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하이브리드증권은 여러 금융상품 내지 거래조건을 합한 증권이고, 
합성증권은 어떠한 가상의 포지션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5  “Hybrid Instrument”는 우리말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한편, 
Garlock은 이 용어를 ‘둘 이상의 근본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다른 요소를 결합하는 금
융상품’으로 정의한다, Garlock, “Federal Income Taxation of Debt Instruments” (2019), 9058면.   

26 Bundgaard도 ‘하이브리드 금융상품(Hybrid Financial Instruments)’은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적 형식과 불일치하는 경제적 성격들을 보
유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되, 논의의 목적상 ‘자본과 부채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결합하는 금융상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Bundgaard,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in 
International Tax Law”, (2017), 3면.  Garlock도 ‘Hybrid’라는 의미 자체는 광범위하나 금
융상품과세에서는 자본성격과 부채성격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금융상품(hybrid 
instruments that combine a debt feature with an equity feature)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Garlock, 위 책, 90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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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반 하여 제도화시킨 조항이다. 여기서, 혼성불일치 27를 발생시키

는 금융상품을 ‘혼성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업계의 국제

적 자본확충기준인 BASEL II에서 ‘Tier 1 기본자본’의 일종으로 규정된 용어인

데, 현재의 BASEL III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나 현재까지도 ‘신종자본증권’

이라는 용어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28  기존에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을 ‘은행채’라고 부르고(은행법 제33조),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하이브리드증권의 근거 규정을 두면서 ‘조건부자본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지금은 이러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조문 내용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준용되고 있다.29  또

 
27  혼성불일치는 ‘하이브리드 미스매치’라고도 하는데 이 논문 제6장 제3절 5.항에서 
다룬다. 이준봉,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OECD 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제32집 제3호 (2016) 참조.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혼성불일치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https://www.kipf.re.kr/beps/index.do 참조 (검색일 2020. 7. 2.). 

28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들로, 김한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
례연구: 신용평가관점에서”, 상업교육연구 제29권 제6호 (2015); 신현걸∙김기 ∙김정선, 
“발행자 및 투자자의 신종자본증권 분류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저널 제15권 제3
호 (2014); 최규환, “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한 연구 – 신종자본증권 및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제2호 (2015); 최성호∙김인숙, “신종자본

증권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 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2014) 등이 있다. 기업공시에서도 아직도 ‘신종자본증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019. 4. 1. 공시된 우리은행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 III.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7번 참조.    

29  조건부자본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들로는, 송종준, “조건부 자본증권의 도
입에 관한 소고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1); 
이규옥,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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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혼합증권’30  또는 ‘혼성증권’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기도 한다.31  앞서 본 바

와 같이 금융시장에서는 강제전환조건이 있다는 의미에서 「 코코본드 」

(COCO본드; Contingent Convertible Bond)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한편, 회계에서는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데, 회계상 ‘복합금융상품’의 정의는 ‘지분상품, 부채상품 및 파생상품의 

요소들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다.32  회계에서는 이하 제3장 제4

절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파생적 요소를 분

리하여 낼 지 여부에 논의의 초점이 있고, 하나의 금융상품의 자본성과 부채

성을 비율적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초점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유사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하이브리드증권」을 사용하고자 한다.33  ‘신종자본증권’, ‘조

 
(2014); 정순섭,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1); 
권세훈∙장정모, “조건부자본증권의 사례 및 활용전략”, 자본시장연구원 (2011) 등이 있
다. 

30 ‘혼합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이창희, 위 책, 462면; 정승화, “혼합증권

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등이 있다. 

31  하이브리드(hybrid)의 번역 자체로는 ‘혼성(混成)’이 가까워 보이나 혼성은 하나의 
단위에 둘 이상이 섞여 있다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준다면, ‘혼합(混合)’은 하나로 융
화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느낌를 준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관련하여 발간된 보고서들은 ‘혼성불일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각주 27번 참조.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032 문단 28. 한편, 조세상 논의에서도 ‘복합금융상

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이라는 용어를 ‘둘 이상의 금융상품이 분리불가능하게 
포함되어 작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하여 논의하기도 한
다. Frank V. Jr. Battle, “Bifur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69 Taxes 821 (1991), 822면 참조. 

33  하이브리드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글로는, 이승환, “하이브리드증권 발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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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자본증권’, ‘혼성금융상품’, ‘은행채’, ‘금융채’는 어떠한 개별 근거법이나 제

도에 근거하고 있어 그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자본증

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상 이미 지분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지분상품인지 채무상품인지의 구별을 논의할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삼기에

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국조법은 ‘혼성금융상품’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부채

로 보고 외국에서 자본으로 보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4  이 논문에

서 논의하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거나 그 중간 성격의 금융상품의 

의미보다 좁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거나 그 중간성격의 

금융상품’을 총칭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하이브

리드증권은 주된 법형식은 자본 또는 부채이나, 그러한 금융상품의 부수적인 

조건으로 풋옵션, 콜옵션, 금리상향조정조항 등 다양한 세부거래조건들을 가질 

수 있으며,35 그러한 부수적인 요소를 포함한 전체 금융상품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본과 부채 여부가 문제되는 모든 증권을 하이브리드증권

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러한 광범위한 대상 모두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 주

장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자본과 부채를 비율적으로 구분해 내는(즉, 배분

하는) 과세방법(즉,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하

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따른 자본성과 부채성을 구분하는 제도의 적용범위

는 조세법상 형평성, 공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

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결과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가야하는가는 

 
한 연구”, (2009) 등이 있다.  

34 국조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35 이러한 세부거래조건들은 이 절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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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가서 보기로 한다.36 

 

3. 하이브리드증권 발행현황 및 통상적인 조건 

 

국내 기업이 발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증권은 은행권과 비은행 상장회사 사이

에 근거법규가 다름은 위 2.항에서 보았다.  

국내 은행업계는 2014. 9. 3000억원 JB금융이 발행한 첫 사례를 시작으로 2015

년 말까지 5조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하 고, 37  그 발행규모는 2016년까지 

분기평균 1조원 이상 규모 다가 2017년 소폭 감소한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38  

 
36 하이브리드증권 구분법의 적용범위는 이하 제6장 제1절에서 논한다. 

37 금융투자협회, “국내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시장 현황”, 자본시장 Weekly, 2015-
31호. 

38 금융투자협회,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18-07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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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코코본드 발행 현황]39 

 
 

일반기업의 하이브리드증권은 회사채의 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

에서 상환기한(즉, 만기)이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만기가 장기이므로 ‘ 구채’

라고 불리운다.40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은행 상장기업의 하이브리드증권은 자

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이다.41  그 예로 대한항공의 2019. 6. 30. 기준 반기

보고서에 기재된 후순위 채권형 하이브리드증권 42을 들 수 있다. 대한항공은 

2019 상반기에 총 4회의 발행을 통하여 약 9천억원 상당의 후순위 조건부자본

 
39 금융투자협회, 위 글, 제3면. 

40 김희준, “ 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1호 (2015). 

41 이 논문 제2장 제2절 2.항 참조. 

42  이하에서 상법상 우선주 등 자본의 형식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을 ‘주식형 하이브

리드증권’이라고 부르고, 회사채의 형식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을 ‘채권형(債券形) 하
이브리드증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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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발행하 다. 그 만기는 모두 30년이고, 매 3.5년마다 발행자가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 여부는 임의적이되 

직전 12개월 동안 배당 등이 있을 경우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배당강제

조항(Dividend Pusher)을 두었다. 국내 일반기업의 구채 발행은 2012년이 최초

고 2017년까지 44개사가 12조원(52건)을 발행하 다. 그 중 국내발행은 9.7

조이며 해외발행은 2.3조원 수준이었다.43 

 

[표. 국내기업의 구채 발행 현황]44 

(단위 : 억원, 건, %) 

발행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비중 

발행액 12,543 24,600 13,329 28,448 16,290 24,954 120,164 100.0 

 해외 5,343 - 3,633 10,151 290 3,206 22,623 18.8 

 국내 7,200 24,600 9,696 18,297 16,000 21,748 97,541 81.2 

발행건수 5 7 6 21 6 7 52 해당 
없음 

 

 
4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반기업의 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 
(2018). 동 보도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은 구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

서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발행사가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며, 
상환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가산금리 부과(Step-up)”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통계 및 규
제당국으로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도자료, 1면. 

44 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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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일반기업을 불문하고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증권들의 주된 조건을 추려 

보자면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조건들을 들 수 있다. 

‘만기’: 하이브리드증권이기 위하여는 만기가 어느 정도 이상의 장기

이어야 한다. 주로 국내 은행들은 기본자본(Tier 1) 확충 목적으로 구

채를 발행하거나, 보완자본(Tier 2) 확충 목적으로 만기 10년 정도의 하

이브리드증권을 발행하며, 일반 기업들은 3년, 5년, 10년 등 조기상환 

가능 시기는 다양하나, 금리상향조정(이하의 정의 참조)조건을 부가한 

만기연장선택권을 두는 경우가 많다.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을 경우의 최종 만기는 30년 등 상당히 장기이다. 

‘후순위성’: 하이브리드증권은 통상적으로 일반채권자보다 변제 순위

에 있어서 후순위이다. 그러나, 일반기업 발행의 하이브리드증권은 일

반 채권과 동순위인 경우도 존재한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로 후순위인지는 개별적인 거래조건별로 다를 수 있다.  

‘지급임의성’: 이자 또는 원본의 지급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원본지급연기는 만기연장선택권과 실질이 같다.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은 이자가 누적되는지도 중

요하다. 발행자의 이자지급 연기 조건은 일정한 조건(재무상황의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연기하는 조건도 있고{이하 ‘조건부 연기권’ 또는 

‘강제적 연기권’(Mandatory Deferral)이라 한다}, 그러한 연기권의 행사

에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없는 연기 권한{이하 ‘임의적 연기

권’(Optional Deferral)}도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증권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기타 조건 사항(Covenant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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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하여 “기타약정사항”이라고 부른다)들이 포함될 수 있다.45  이하에서 보지

만 이러한 기타약정사항은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첩적이거나 

상호 의존적인 개념으로서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에 두루 향을 미친

다.46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다. 

‘금리상향조정조항’(Step up 조항):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대표적으

로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이 경

과한 경우) 금리가 상승하는 조항이다. 이는 발행자 입장에서 상환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되므로 실질적인 만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배당강제조항’(Dividend pusher) 및/또는 ‘배당금지조항’(Dividend stopper): 

배당강제조항은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조항이고, 배당금지조항은 하이브리드증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배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지급임의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강제상각’ 또는 ‘강제전환’ 조항: 일정한 예정사유(Trigger. 예를 들면 

부도사유나 순자본비율 저하 사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지급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도록(즉, 강제상각) 처리하거나 보통주 

등 후순위 지분증권으로 강제 전환되는 조건이다.47  

 
45  이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거래조건 중 만기, 임의성 및 후순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을 총칭하여 ‘기타약정사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46 이 논문 제4장 제6절 참조. 

47  이는 이하 제2장 제3절에서 보듯이 BASEL III 자본의 요건인 손실흡수능력 강화 조
항이고, 앞서 2.항에서 본 바와같이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이기도 하
다. 그 경제적 실질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후순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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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콜옵션’(Call Option) 또는 투자자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은 

발행자가 임의로 하이브리드증권을 최종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한이고, 풋옵션은 투자자가 임의로 하이브리드증권을 최종 만

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러한 콜옵션

과 풋옵션은 주요조건 중 만기에 향을 미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논문의 목적은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

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조세

제도의 난점은 하이브리드증권을 하나의 전체로 보아 자본 또는 부채로 일도

양단적으로 취급함으로 인한 것이다. 앞서 제1절에서 본 사례들에서와 같이 

이와 같은 일도양단적 취급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제도

적 불연속 내지 단절은 경제적 실질과 조세결과가 대응되지 아니하는 부당한 

조세차익거래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먼저 이 논문은 다양한 제도에서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살펴 보았다. 상법 

및 도산법, BASEL 기준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자본규제, 기업회계 및 신용평

가제도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을 순서대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제

도의 비교를 통하여 조세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

는 것이 이 논문의 첫 번째 과제이다.  

다음으로, 일도양단의 구분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

하는 과세방법으로 단일한 하이브리드등권을 자본과 부채로 비율적으로 구분

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시도해 보았다. 이는 전통적 조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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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양단은 경제적 실질을 반 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하이브리드증권은 

자본과 부채의 양극단 사이의 연속선{즉, 스펙트럼(Spectrum) 또는 아날로그

(Analog)} 상에서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결

정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율적 일부를 자본으

로 취급하고 나머지 비율만큼을 부채로 취급(즉,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과세방법을 ‘비율적 배분법(比率的 配分法)’ 또는 그냥 줄

인 말로 ‘배분법’ 이라고 부르고,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의미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배분법은 종전의 분리

법(分離法, Bifurcation)이나 통합법(統合法, Integration) 과는 개념과 다르다. 48 이 

논문에서 ‘분리법’은 분할가능한 이질적 요소(특히, 파생적 요소)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법’은 복합적 요소를 가진 금융상품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배분법은 구분하여 낸다는 의미에서

는 분리법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질적인 속성이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상에 비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차이가 있다.49  

이러한 배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과 부채성의 측

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48 한편, ‘Bifurcation’과 ‘Integration’의 논쟁은 미국에서 조건부지급(Contingent Payment)의 
경우 일반 채권을 제외한 조건부지급을 분리하여 과세할지에 대하여 1990년대 초반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6장 제2절 2.항 다. 참조. 

49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연속성상의 하이브리드증권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일부 자본

으로, 나머지를 부채로 구분하는 방법(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은 위 ‘분리법(Bifurcation 
Rule)’과 구별하기 위하여 ‘Part Stock Rule’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NYSBA(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Report on Proposed Regulations under Section 385’, Report No. 1351, 
June 29, 2016 참조). 이 논문 제6장 제2절 2.항 라. 참조. 논자는 일련선상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일부를 자본으로 일부를 부채로 할당 또는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Allocation’이라는 문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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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법의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하이브

리드증권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자본성과 부채성을 인정할지에 대한 비율적 배

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논문의 두 번째 과제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배분법이 현행 조세 제도상 적용 가능한지, 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조세제도상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 논문

의 세 번째 과제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차례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접근하 다. 먼저, 자본과 부채의 구별 및 하이브리드증권의 취급에 대

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제도인 ① BASEL 체제 하의 은행자본규제 관련 

제도 및 우리나라의 은행업감독규정, 기업회계 및 신용평가의 입장을 차례대

로 검토하 다. 다음으로, 조세법에서 비교법적 검토로 미국세법, EU 지침 

(Directive)및 모델조세조약에서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논의가 얕게나마 있

으므로 이를 검토하 으며, 그 결과 자본과 부채를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하이

브리드증권 배분법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이어서 하이브리드증권 구분법이 현

재 조세제도상 수용 가능한지 여부 및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변경할 필

요가 있는 세법 조문은 어떠한 것인지, 이중과세조정제도는 어떻게 조정하여

야 할지, 국제조세의 면에서 조세조약은 어떠한 변경이 필요하고, BEPS의 연

결규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를 논의하 다. 

이 논문의 체계를 각 장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하이브리드증권에 관한 법령)에서는 상법 법리상 하이브리드증권이 대

부분 상법상 사채의 형식으로 발행되는 경위 내지 법적 근거와 그러한 발행의 

법적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건부자본증권’의 제정을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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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행 BASEL 기준에 따른 하이브리드증권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살

피며,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인 ‘후순위성’이 도산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에서는 기업회계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준

과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회계를 검토하 다. 기업회계는 자본에 해당하는 

지분상품과 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구분 기준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한

편, 파생상품 등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는 ‘분리가능성’에 따라 하나

의 금융상품을 여럿으로 분리하기도 하고 분리하지 않기도 한다. 자본 또는 

부채의 구분을 위한 하나의 선을 선택하되 파생상품의 구별 여부는 달리 고민

하는 방법이다. 회계는 자본과 부채 사이의 비율적 배분법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회계기준은 여전히 계속하여 변화 중이다. 

제4장(하이브리드증권의 신용평가)에서는 신용평가에서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방법을 다룬다. 신용평가는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비율적 배

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신용평가는 하이브리드증권을 경제적 실질을 기준

으로 일부씩 자본과 부채로 배분한다. 그 세부적인 기준은 신용평가사마다 다

르나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의 세 가지 개념을 배점기준으로 삼는

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제5장(하이브리드증권 과세의 비교법적 분석)부터는 세법상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논의 및 자본과 부채의 구별 논의를 다룬다. 우선 기존의 자본과 부채 

구별 및 그 경계선에 대한 조세법적 논의를 살펴 보았다. 미국은 수십년간 자

본 및 부채의 구분선을 긋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소별로 구분해내기 위해 노력

해 왔으나 결국 실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판례가 제시하는 지나치

게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통합법’적 기준에 의지하고 있다. EU 지침에서는 하

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각국의 세법상 취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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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를 각국이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열어 두었다. 조세조

약 역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므로 하이브리드 증권 문제가 생긴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서는 하이브리드 증권을 염두에 둔 논의는 거의 

없으나, 주석서의 일반론적인 자본과 부채 개념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을 

다루는 옅은 논의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제6장(하이브리드 증권에 대한 비율적 배분법의 도입가능성)은 이 논문의 주

된 논지이다. 제2장에서 제5장에 걸쳐 법률, 회계, 신용평가 제도에서 자본과 

부채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세금에 관한 다른 나라의 국내법이나 국제법규범

이 자본과 부채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이브리드 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얻어진 결론은 기존 세제의 자본 부채 이분법은 결

국 하이브리드 증권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6

장은 우선 우리나라 세법 역시 똑같은 이분법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자본 및 부채 구별을 일도양단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증권에 대

하여 일부 자본성과 일부 부채성을 배분하여 인정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

법’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논지에 이른다.  

제7장(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서는 이 논문이 주장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실제로 법제 안에 들여오는 것이 가능한가, 세법 체

계 전체와 모순이 이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법령조문 가운데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과 충돌이 생기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고 배분법을 들

여오자면 어떤 개정이 필요한가도 살펴보았다. 우선 지급자와 수령자가 모두 

내국인임을 가정하여 제도를 적용해 보았고, 법인과 개인의 경우를 나누어 보

았다. 여기서는 내국법인이 지급자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에 대한 수

정이 필요하다. 발행자가 개인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제도를 도입할 실익

이 없다. 내국법인이 수령자(즉, 투자자)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



24 

 

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내국 개인이 수령자인 경우에는 배당과 이자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적용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수

령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고려가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제도

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은 원천징수제도 및 조

세조약과의 조화도 필요하고, OECD의 BEPS Action Plan 2 및 이를 도입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과 관련하여서도 조화가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 

 

이 논문은 주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자본과 부채의 구분 및 그에 다른 조세법

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이 극심한 단절면이어서 많은 조세상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가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서 두드러진다는 이해 하에, 하이브리드증권을 조세상 자본과 부채로 비율적

으로 배분하고자 하 다.  

이 논문은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시도하는 다양한 제도들(BASEL, 기업회계 

및 신용평가, 도산제도 등)을 살펴 보고, 이러한 제도의 구별 또는 구분방법 

중 ‘비율적 배분법’이 우수하다고 하 으나,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수학

적으로 완전히 입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본과 부채의 연속성 또는 스펙트

럼에서 자본쪽 극단은 ‘만기가 없어서 상환의무가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후순위로서의 완전한 기업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공유하는 잔여재산청구권’이

고 부채쪽 극단은 ‘확정금액이 확정만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면서 일정한 비

율의 금전사용대가로서의 이자청구권을 가지고 후순위의 자본에 비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채권(債權)’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중간 역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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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드증권은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의 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성 또는 

스펙트럼상에 존재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다소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자본과 

부채 배분을 위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제시함에 그쳤다. 그리하여, 이러

한 세 가지 주요 요소에 국한하여 검토한 결과 주주권이라든지 경 권과 같은 

자본의 수치화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또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

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자본과 부채의 온전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었다. 많은 하이브리드증권은 자본성 및 부채성의 요소뿐 아니라 전환권이

나 투자자의 풋옵션, 발행자의 콜옵션, 금리상승조정조항, 만기연장권한 등 많

은 파생적 요소를 포함하고, 이러한 파생적 요소의 적절한 분리 여부가 나머

지 주된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과 부채성 구분 효과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이나, 이 논문에서는 파생적 요소는 독립하여 시가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국한

하여 분리한다는 원론적 분석에 그친 한계가 있다. 결국은 파생적 요소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분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논문의 자본성과 부채성 배

분의 결과도 타당하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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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이브리드증권에 관한 법령 

 

제1절 총설 

 

이 장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법형식을 정하는 근거법규 및 하이브리드증권

의 조건 또는 내용과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발행근거법규를 살피는 이유는 이러한 법규가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이 가능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증권은 주로 사채(社債)의 법형

식을 가지므로, 상법상 하이브리드증권의 허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은행

계 하이브리드증권은 BASEL 제도 하에서 발달되어 BASEL 제도를 반 한 은

행법 및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발행하므로, 이러한 은행관련법규상 하이브리드

증권의 요건을 검토한다. 한편, 일반 기업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하이브리

드증권을 발행하므로, 자본시장법도 살펴본다. 

도산법은 하이브리드의 거래조건 중 후순위성과 관련이 있다. 하이브리드증권

의 후순위성은 평상시의 후순위성과 도산시의 후순위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산시의 후순위성에 대하여 도산법이 어떠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를 본다. 

이러한 관련 법규들 중 BASEL 제도를 도입한 은행법규는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자본성의 질(質)과 양(量)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법규에 따른 

자본기준을 조세법상 자본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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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법 및 자본시장법 

 

1. 상법상 사채의 핵심적 속성 

 

자본과 부채의 경제적 실질만을 고려한다면, 하이브리드증권을 민사상 사적 

계약의 형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로 하이브리드증권을 발

행하는 주체는 리법인의 대표격인 회사이고, 회사는 하이브리드증권이 잘 

유통되도록 안정적 법적 형식을 갖춘 회사채로 발행한다. 한편, 하이브리드증

권은 우선주 등 자본의 형식으로도 발행될 수 있으나, 조세상 손금산입의 효

과를 원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이라는 개념이 애초 상법상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주식이 아니고 사채라는 형식을 가지는 이상 ‘사채’의 개

념에 포섭할 수 있어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50  사채는 회사의 채무를 표

창하고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분을 표창하는 것, 곧 투자자가 주주권을 가진

다는 것이다.51  이 전제 하에 사채의 속성으로 전통적으로 논의되던 ‘(원본)상

환의무의 존재’, ‘확정이자의 지급’ 등은52  하이브리드 증권의 속성과 어긋난다

 
50 박준, “상법상 사채의 속성”, 상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2012), 15면. 

51  주주권은 주식의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상법이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필수요소는 아니다(상법 제344조의3). 다만, 주주권이 있는 경우는 사채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52  그 이외의 사채의 속성은 발행회사가 주식회사라는 점,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

한다는 점,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전유통된다는 점이 있으나(박준, 위 논문, 19면), 이러

한 점들은 조세법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으로 삼을 사채의 속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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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채와 주식의 경계선이 완화되고 두 

가지가 상호 접근하는 현상이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발행되면서 주

식과 사채가 접근하여, ‘주식의 특성 중 일부를 가지는 사채’와 ‘사채의 특성 

중 일부를 가지는 주식’이 발행되고 있다. 53  그러다보니 하이브리드 증권처럼 

전통적인 사채권의 개념에서 이탈하는 사채의 유형에 대하여는 명문의 법규를 

두어 입법적으로 사채로서의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먼저 사채에서 ‘확정 이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명문의 입법이 있다. 2011년 4월 

14일의 개정상법에서는 제469조 제2항을 통하여 일반 주식회사도 이자가 정률

이 아닌 경우인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이익배당에 참여하는 ‘이익참가부사채’

나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결정

되는 사채(후자를 ‘파생결합사채’라고 한다)’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사채의 

유형을 다양화 하 다.54 이표(coupon)가 없는 사채도 할인채(zero-coupon bond)55

로서 발행 가능함은 물론이다. 56  다음으로, 원본상환의 개념도 개정상법에서 

 
53 박준, “상법상 사채의 속성”, 32면 이하. 예컨대 의결권이 없고 일정한 금액으로 미리 
정해진 배당을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상환되는 내용의 무의결권상환우선주는 사채

에 상당히 접근하여 ‘사채형 우선주’로 불린다. 위 논문, 32면의 각주 50 참조.  

54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는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및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

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를 사채의 유형으로 포섭하고 있다. 

55  ‘할인채’는 명목 이율이 없이 장래 상환대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발행가액을 가진 
사채를 의미한다.  

56  박준, 위 논문, 29면. 더 나아가 송옥렬, 상법강의 (2019), 1161면은 사채가 신주발행

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에 향을 주므로 상법에 명확한 개별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여진 내용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하나, 주식의 발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채는 그 발행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

로 굳이 상법에 개별적인 유형별 근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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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어 있다. 즉,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의 ‘파생결합사채’는 상환금액을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상환금액이 사채발행금액

과 달라질 수 있고, 만일 사채발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미리 약

정한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이자로 지급한 금액에 사실상 원금이 일부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볼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57   

다만, 만기가 없는 구채도 사채로 인정되나, 평상시가 아닌 도산시의 ‘상환

의무’라도 존재하여야 상법상 사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도산시까지 상환의

무가 없다면 사채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과 유사한 속

성을 가진 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도산시 상

환의무는 사채로서의 최소한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58  

 

2. 전환형 또는 상각형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하이브리드증권 중에는 일정한 조건 성취시 자동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일정한 사유 발생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채무가 감면되는(즉, 상각되

는) 것들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이 중 전자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부르고,59  후자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부른다.60  앞서 제1장 제1절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전환되는 하이브리드증권을 ‘코코본드’라고 부르

 
57 박준, 위 논문, 23면.  

58 박준, 위 논문, 28면 및 33면. 

5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6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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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상법상 사채로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종전에 있었다.  

상법상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사채권자에게 부여한다(상법 제513조). 따라서 사

채의 형식으로 발행되면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적 및 강제적으로 보

통주로 전환되는(즉, 강제전환형) 사채형식의 하이브리드증권은 상법상 전환사

채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삼지 못하고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게 된다.61 

반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지

배적 견해이긴 했다. 즉,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은 상각 조건 미성취시에는 원

금상환의무가 있어서 최소한의 사채로서의 ‘원금상환의무’는 존재하므로 상법

상 사채에는 해당된다는 것이 주류적 견해 다.62  

이러한 논란 가운데 자본시장법은 제165조의11을 두어 상장회사들이 전환형 

또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규정하 다. 동 

시행령 제176조의12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6조의13

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있다.63 

한편, 하이브리드증권은 이자손금산입이라는 조세상 혜택도 고려하여 발행되

는 것이므로 주식형으로 발행되는 실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사채형이 

 
61  박준,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상사판례연구 제24
집 제3권 (2011), 49면; 정순섭,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1), 31면도 같은 의견이다. 
 
62 박준, “상법상 사채의 속성”, 42면; 정순섭,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법적 연구”, 38면; 
송옥렬, 상법강의, 1161면도 같은 취지. 

63  연혁적으로는 은행법상 하이브리드증권(‘은행채’)이 자본시장법상 하이브리드증권보

다 먼저 입법되었으나, 지금은 자본시장법에서 전환형과 상각형을 명시하고 동 규정

을 준용하여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전환형과 상각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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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주식형으로도 전환형 또는 상각형 하이브리드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 조항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발행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상환주식의 발행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64  하이브리드증권의 유

형인 일정 사유 발생시 상환청구권이 없어지는 조건의 상각조건부 하이브리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전환주식의 경우에는 주주가 전

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만 상법이 규정하고 있어 65  강제전환조건부 전

환주식 발행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66  

 

3. 세법상 함의 

 

결론적으로, 상법상 주식과 사채 분류를 위한 상법상 사채의 속성으로 논의되

는 핵심적 요소는 ‘원본상환의 의무’와 ‘확정이자’의 존재 여부이나, 그 요구

의 정도는 약화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증권이 사채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통적 사채와는 크게 다르므로, 하이브리드증권이 상법상 사채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세법에서 응당 그대로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된

다.  

 
64 상법 제345조 제1항 및 제3항. 

65 상법 제346조 

66 박준, “상법상 사채의 속성”,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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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은행법규 및 BASEL기준 

 

1. 총설 

 

대규모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은 은행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은행은 본질적으

로 적은 자본으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채를 많이 얻게 되는 경향이 있

다. ‘대마불사(大馬不死, Too Big to Fail)’라는 격언은 은행업에 들어 맞는다. 은행

에 대한 예금자들의 손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대하여는 공적 자

금으로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들의 예금채

권은 일정한 규모의 범위에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다.67  이러한 상황에

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은행 주주들과 경 진의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마련이며, 이러한 은행의 

자본이 과소해지고 충실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은행이 도산에 처

한다면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각국의 정부는 은행이 충실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68  

이러한 은행자본의 충실화를 위한 노력은 각국의 내국법의 단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공조의 역이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산

하 은행감독에 대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67  예금자보험의 한도금액은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2
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6항.  

68 Alexander, 위 책,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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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S’ 이하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자본기준으로 ‘BASEL 기준’을 정한다. 69 

바젤위원회는 1988년에 ‘자본측정과 자본기준의 국제적 수렴(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이라는 보고서를 공표하

고, 이를 ‘BASEL I’이라고 부른다.70   이후 바젤위원회는 2001년부터 실질적

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자본체제를 제안하여 이를 2006년

에 완성하 는데, 이를 ‘BASEL II’라고 부른다.71  현재 적용되고 있는 ‘BASEL 

III’ 72 는 2007년부터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 하에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BASEL 기준에 따른 자본조건을 충족하는 ‘자본’은 상법적 의미의 자본이 아

니라 규제법규인 은행관련법규에서 인정하는 은행자기자본인 ‘규제자

본’(regulatory capital)이다.73 

BASEL 기준이 인정하는 은행자본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

 
69  바젤위원회는 1974년 독일 Herstatt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은행 감독, 리스크관리 등
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권고, 감독당국간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Richard J. Herring, “The Evolving Complexity of Capital Regulation”,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53, 184면. 바젤위원회의 최초 회원국은 10개국이었으나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하 다. 정신동, “바젤III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
혁”, (2011), 도서출판 선, 28면. 

70  Patricia Jakson and Alison Emblow, “The New Basel Accord”, Derivativies Use, Trading & 
Regulation, Vol. 7 No. 2 (2001), 118면. 

71 BCBS, “The new Basel Capial Accord: Consultative package” (2001)가 BASEL II의 최초 제
안이고, BCBS,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Comprehensive Version” (2006)이 BASEL II의 완성이다. Richard J. 
Herring, “The Evolving Complexity of Capital Regulation”, 189면.    

72  BCBS,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2010) 및 “Basel III: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2010) 

73 ‘규제자본’의 개념에 대하여는 각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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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및 충분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으로 인한 은행 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는 것이므로, 74  기업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자본과 그 목적이 다르다.75 

우리나라 은행의 하이브리드증권은 금융위원회가 2002년 11월에 우선주 형태

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고, 2003년 4

월에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BIS 규제상 기본자본(Tier I 

자본)76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형’ 하이브리드증권 발행이 허용되었다.77  채

권형 하이브리드증권의 허용은 사채의 법형식으로 발행하여야 그 이자지급이 

조세상 손금산입 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 다. BASEL III 체체를 받아들이고 있

는 현행 은행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의 범위에서 금융채를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74 Alexnader, 위 책, 87면.  

75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규제자본요건(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은 은행조직의 안전

(safety)과 건전성(sound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규제체계이고, 재무재표의 투명

성(transparency of financial statements)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회계지침과는 다르다”
고 하 다. Federal Reserve System, “Risk-Based Capital Standards: Trust Preferred Securities and 
the Definition of Capital”, 12 CFR Parts 208 and 225 [Regulations H and Y; Docket No. R-1193], 4
면.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은행 규제자본상 자본 분류는 회계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
면서, 이러한 차이는 회계목적 자본과 규제자본목적 자본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

고 하 다. 위 글, 같은 면. 

76 BASEL I, II, III 기준 모두 기본자본(Tier 1 자본) 및 보완자본(Tier 2 자본)을 두고 있
다. 후순위채(Tier 3 자본)는 자본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하 다. 이러

한 변화에 대하여는 이하 2.항 및 이 논문 부록 I. ‘BASEL 자본구성요소의 변천’ 참조. 

77 김희준, “ 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2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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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78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

다는 조건이 붙은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동법 제33조 제1항 제3

호)79  및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80을 인정하고 있다. 이

러한 ‘예정사유’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하여져 있는데 발행기업이 재무

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이며, 하이브리드증권은 이러한 예정사

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상각조건 또는 강제전환조건이 발동하여 자본확충기능

을 수행한다.81  

은행법 및 BASEL 기준상 자기자본규제는 법적 ‘자본’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

고 국가경제에 큰 향을 주는 금융기관이 적절히 보유하여야 하는 자본의 질

과 양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개념이 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

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BASEL기준에 따른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 형식 및 조건을 살펴 봄으로써 BASEL기준에 따른 자본요건을 조세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82 

 
78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2호. 

79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3호. 

80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4호. 

81  ‘예정사유’는 발행은행이나 그 주주나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

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아야 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의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의2에 의하여 위임받은 동 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동 별표에 의하면 ‘발행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예정사유에 해당한다.  

82  한편, 금융지주회사 중 주계열회사가 은행인 은행지주회사도 하이브리드증권을 발
행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제1항은 은행지주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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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SEL 기준의 자본개념 변화 

 

가. 총설 

BASEL의 ‘자기자본비율’(소위 ‘BIS비율’) 계산방식은 규제목적으로 인정되는 

‘총자본’을 각 은행 운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환산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수치이고, BASEL 기준은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8%

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BASEL I 체제에서부터 유지되고 있고,83  다만 분자에 

해당하는 총자본의 구성요소와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구성요소와 

평가방법이 순차적으로 변해 왔다.84  

이와 같은 자기자본비율 산식을 정한 이후에 쟁점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규제자본인 총자본의 범위의 문제이고, 둘째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

는 산식인 위험가중치 결정의 문제이고, 셋째로 자기자본비율은 얼마로 정하

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85  

1988년 BCBS가 ‘BASEL I’을 공표한 이후, BASEL I의 단순명료함에 대한 높은

 
채를 “금융채”로 정의한다. 금융지주회사법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의4는 BASEL III 기
준을 도입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를 준용하고 있다. 

83 BASEL I (1988), 44문단. 현재의 우리나라 법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제
3조 차.항.  

84 임철현, “신종자본증권의 법적 쟁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67면. 

85 Herring, “The Evolving Complexity of Capital Regulation”,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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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 있었으나 86  규제상 차익거래(자산유동화거래 등)를 과도하게 발생시키

고 신용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87  베어링그룹이 니콜라스 리

슨(Nicholas Leeson)의 무리한 파생금융거래에 의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자, 세가

지 핵심요소(three pillars)로 ‘최저자기자본규제’, ‘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에 대한 규율’이 채택되면서 BASEL II가 실행되었다. 여기서 신

종자본증권(‘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88과 후순위채권(‘subordinated bond’) 등

을 통한 은행의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포함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추후 금융위기 발생시에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이었다.89  BASEL II에서의 자기자본에서는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

본(Tier 2)이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자본에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되었고 보완자

본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되었으며, 90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순위채무도 단기

후순위채무(이를 ‘Tier 3 자본’ 또는 ‘하위 보완자본’이라고 부름)로서 자기자본

에 포함되었다.91 또한, 위험가중자산의 산정에 있어서는 운 위험(operation risk)

 
86 당시 바젤위원회 의장이었던 Peter Cooke는 바젤기준의 간단명료함에 자부심을 가지

고 있었다고 한다. Herring (2018), 186면, 

87 임철현, 위 논문, 67면. 

88  당시 우니라라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용어는 ‘신종자본증권’이고, BASEL II에
서 사용하던 용어는 ‘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이다. 

89 권세훈, 장정모, “조건부자본증권의 사례 및 활용전략”, 자본시장연구원 (2010), 10면.  

90 임철현, 위 논문, 같은 면. 

91  김희준,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
호 (2018), 159면; 임철현, 위 논문, 71면; 금융감독원 BIS연구실, “신BIS 자기자본비율산

출기준(안)” (2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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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 하게 되었다.92 

그러나, 2008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사태로 인하여 발생

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BASEL II 체제 하의 자본의 손실흡수능력이 부

족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다.93  BASEL II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던 후

순위채는 파산이 선언된 후에야 손실흡수능력을 발휘하 기 때문에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고, 기본자본 중에서도 보통주자본만이 손실

흡수기능을 하 을 뿐 신종자본증권은 발행금융기관들이 시장의 부정적 반응

을 우려한 나머지 이자지급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상환을 유예하지도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신종자본증권은 금융위기상황에서 공적 자금 투입

(Bail-out) 이전의 사전적 손실흡수기능(Bail-in)을 발휘하지 못하 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부도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정전건성을 강화하는 사전적 

손실흡수능력을 강화(즉, Bail-in의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사전적 손실흡수기능 강화는 도산 전 자동적 자본 확충 방안을 의미하 으며,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평상시에는 후순위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 역전환사채(contingent reverse 

convertible bond) 고,94 둘째는 평소에는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자본 확충에 사용하는 자본보험(capital insurance)

이었으며, 셋째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상대방은 그 시점에 은행자본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래를 미리 체결하여 두는 방식의 자동적 자본 확충

 
92 김희준, 위 논문, 159면. 

93 장정모, “바젤 III도입이후 조건부자본의 현황”, 자본시장 Weekly 제2014-18호, 1면 

94  전환권리가 투자자가 아닌 발행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전환사채라고 
부른다. 이규옥,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연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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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topped up automatically)이었다.95  이 중에서 발행인의 자기자본비율이 일

정한 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발행인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구조인 ‘조건부 역전환사채’가 BASEL III에서 채택되었다.96 

이러한 고려 하에, 2010. 12. 16.에 발표된 BASEL III는 자기자본비율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총자본’의 항목에 대한 변경을 하 다. BCBS는 2013. 1. 1. 부

터 BASEL III 개편안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 고,97  우리나라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에 반 하 다. 이에 의하면 신용∙운 리스크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계산이 필요한데, 그 중 ‘신용∙운 리스크 총자

본비율’이 소위 ‘BIS 비율’이고, 그 최저기준이 8%이다. 98  이후에도 BCBS는 

BASEL III의 세부내용을 계속하여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99 

 

 
95 권세훈, 장정모, 위 글, 10면. 각주 17. 

96 이는 2005년 Mark Flannery 교수의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Mark J. Flannery “No pain, No 
Gain? Effecting Market Discipline via ‘Reverse Convertible Debenture’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2762). 이 논문 6면에서는 역전환사채

는 회사의 부채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융상품으로

서 기업이 평상시에 더 높은 부채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 자본비용을 감소시키

는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동조건부 역전환채권’은 특별한 의사결정자 
없이도 자동적으로 대량의 은행 손실이 예금자, 거래상대방 또는 납세자의 피해 없이 
흡수(absorb)되도록 한다. 

97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December 2010 (rev. June 2011). 27면. 

9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제3조 차.항. 

99  계속되는 논의는 https://www.bis.org/bcbs/basel3.htm?m=3%7C14%7C57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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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ASEL 자본구성요소의 변천 

 

현행 BASEL III의 자본구성요소가 정하여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상세한 BASEL I, BASEL III 및 BASEL III의 자본구성요소의 변천 사항에 대하

여는 이 논문 하단의 「부록 I. BASEL의 자본구성요소의 변천내용」을 참고하

기 바라고, 이하는 BASEL 기준이 최초에는(즉, BASEL I에서는) 단순한 산식으

로 시작되었다가, 분모의 위험가중치를 상세화하기 위하여 BASEL II로 개정되

었고, 금융위기시 은행규제자본이 기업도산 전 손실흡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함에 따라 BASEL III에서는 분자의 총자본 항목이 엄격해 졌음을 확인하

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 즉, BASEL의 자본기준은 금융기관의 재정적 건전성을 

적정하게 측정하고, 특히 은행이 도산 이전에 손실흡수능력을 가지도록 요구

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자본개념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BASEL I (1988)에서는 자본의 구성요소를 ‘기본자본(core capital. ‘Tier 1 자본’)’과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 ‘Tier 2 자본’)’로 구분하 다. 자기자본비율 산식

의 분자가 되는 기본자본은 총자본의 50% 이상이어야 하 다. 즉, 나머지 보

완자본은 50% 이하이어야 하 다.100  자기자본비율의 분모가 되는 위험가중자

산은 자산의 종류별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이루어지는 값의 총합으로 정하

 
100  BASEL I (1988), 14문단. 기본자본은 보통주와 공시된 유보금(published reserves)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보완자본은 (1) 공시되지 아니한 유보금, (2) 재평가이익, (3) 일반적 
충당금{특정된 손상에 대응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적립금을 의미, BASEL I (1988) 18문
단}, (4) 하이브리드 채무금융상품(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 문단 22에서 ‘자본과 부
채의 성격을 결합하는 금융상품’으로 설명됨) 및 (5)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

(subordinated term debt)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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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위험가중치는 거래상대방(즉, 차주)에 따라서 대략적으로(broad-brush 

judgement) 구별하여 5단계 101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보완자본의 한 유형으로 

당시 명칭인 ‘하이브리드 채무금융상품(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이 존재하

다.102  BASEL I은 1996년에 보완자본의 일부로써 단기 5년 미만의 후순위채

를 ‘Tier 3’ 자본으로 추가하 다.103 BASEL I 체제 하에서의 총자본비율의 산식

은 아래와 같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자본 + 보완자본 

자기자본비율 = -------------------------------------------------------------  X 100 

                           위험가중자산 

 

BASEL II는 BASEL I의 자본기준이 분모의 위험가중치 판단에 있어서 20%씩 5

단계로 가중하는 방식이어서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 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모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함에 있

어서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 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다. 그 하나는 외부기관(주로 신용평

가사)의 기준에 주로 의지하게 되는 ‘표준접근법(the standardized approach)’이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기관 내부신용등급판단에 근거하게 되는 ‘내부신용등급접

 
101 그 비율은 0, 10, 20, 50, 100%로 구별하 다. BASEL I (1988), 문단 29.  

102  이는 후순위성, 무담보성,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서만 상환이 가능할 것, 거래정지 
이전의 손실분담, 이자지급 이연권한을 요건으로 하 는데 하이브리드증권의 최초 형
태라고 할 수 있었다.  

103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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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the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이었다. 그 이외에는 BASEL II는 분자의 

총자본 기준은 BASEL I을 유지하 다.104  BASEL II에서의 산식은 아래와 같았

다.  

 

                       기본자본 + 보완자본 

자기자본비율 = -------------------------------------------------------------  X 100 

                  신용위험가중자산  + 운 위험가중자산 

 

BASEL III는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ASEL II 자기자본비율 산식에서 분

자 중 기본자본에 포함된다고 보았던 신종자본증권이 금융위기상황에서 제 역

할을 하지 못함에 대한 반성으로 개정된 것이다. BASEL II에서 기본자본에 포

함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은 BASEL III의 기타기본자본에 대응되나 그 요건이 강

화되었고,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즉, 

분자가 계속기업 상황을 전제하는 자본인 ‘기본자본(Tier 1 자본)’ 과 청산기업 

상황에서 자본의 역할을 하는 ‘보완자본(Tier 2 자본)’으로 나누면서, 105  ‘Tier 1 

자본’을 다시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 1)과 기타기본자본

(Additional Tier 1: AT 1)으로 나누었다. BASEL II의 자기자본비율과 비교하면 신

설된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자본비율(Tier 1)은 4.0%에

서 6.0%로 상향되었다. 총자본비율 8%는 유지되었다. BASEL III에서의 자기자

본비율 산식은 아래와 같다. 분모의 위험가중자산 산식에는 BASEL II에서는 

 
104 BASEL II, 41문단. 

105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역편], “바젤III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체계” (2011),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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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리스크평가조정이 추가되었다.  

                 총자본(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자기자본비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 100 

                위험가중자산(신용위험가중자산 + 운 위험가중자산  

+ 리스크평가조정) 

 

다. BASEL III의 자본요건 강화의 주요 내용 (BASEL II와의 비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ASEL II의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Tier 1 자본)에 

포함되었음에도 금융위기기 손실흡수능력을 발휘하지 못하 기 때문에, BASEL 

III에서는 기타기본자본으로 삼아 보통주자본과 분리하고, 그러한 기타기본자

본의 요건 자체도 강화되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BASEL III 기타기본자본은 

금리상향조정조항을 금지하고, 중도상환시에도 BIS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경우

만 상환하며, 이자지급은 전적인 재량이어야 하고, 앞서 본 Mark Flannery의 조

건부역전환사채(contingent reverse convertible bond)의 제안에 따라 예정사유 발생

시 주식으로 강제전환되거나 강제상각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등이다.106 

또한, BASEL II에서의 ‘Tier 3’ 자본인 단기(5년 미만) 후순위채무는 BASEL III에

서 폐지되었는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무로서 보완자본이 되기 위한 요건도 

BASEL III에서 더 강화되었다. BASEL III에서 강화된 주요 내용은 이자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누적되지 않고 아예 의무가 소멸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예정

 
106  BASEL II 신종자본증권과 항목별 비교는 부록 I의 표 ‘BASEL III 기타기본자본과 
BASEL II 신종자본증권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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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시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금리상승조정조항

을 금지하 다.107  

 

3. 세법상 함의 

 

이와 같이 BASEL 체제에 따른 은행의 규제자본 개념체계는 기존의 법률, 회

계,108  도산적 요소109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BASEL III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복층적인 자본의 개념체

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BASEL 체제는 최후의 변제순위인 보통주 자본이 

아닌 이상 각 단계의 자본별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은행법 

및 하위 행정규칙에 반 되어 있다.  

은행자본규제의 목표는 위기상황의 극복에 있고,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 능력

을 ‘손실흡수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은행자본규제는 부채는 

이러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자본만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즉,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에 손실흡수능

 
107  BASEL II 기한부 후순위채무와 항목별 비교는 부록 1의 표 ‘BASEL III 보완자본과 
BASEL II 기한부 후순위채무 비교’ 참조. 

108  예를 들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이기 위하여는 
추가조건이 요구되는데, 예정사유 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보통주자본비율

을 5.125% 이상으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업감독규

정시행세칙 별표 3-5, 제4조 

109  예를 들면 기타기본자본이기 위하여는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여 도산절차상 자본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 제6조 나.(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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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측정하고, 은행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자본을 보유하여야 하는지를 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은행자

본의 ‘질(質)적 규제’ 및 ‘양(量)적 규제’를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자본이라는 개념전제 하에 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의 등급별로 환산

한 총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BIS비율’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자본비

율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심사한다. 

이러한 은행 규제자본제도가 자본의 주요 요소로 보는 사항은 다른 제도들과 

유사하다. BASEL기준의 자본요건들은 대부분 ‘후순위성’, ‘만기의 구 또는 장

기성’, ‘이자지급의 임의성’에 수렴한다. 이하 이 논문 제6장 제2절에서 하이브

리드증권 배분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이러한 3대 요소를 자본과 부

채의 구별에 있어서 중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제도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은행 규제자본제도의 고려요소 중에는 조세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BASEL III의 새로운 면은 역전환구조(reverse 

convertible)를 통한 손실흡수능력의 강화이며 이는 예정사유 발생시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상각(즉, 면제)되는지 여부를 자본성의 판단 요소

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는 금융상품이 사실상 은행계 하이

브리드증권 뿐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요소를 자본의 요소로 인정한다면 나머

지 하이브리드증권을 모두 부채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 되어 자본성 인정에 지

나치게 엄격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은행자본규제에서의 자본성 요건인 ‘상환

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감독기관의 승인’과 같은 요건은 감독기관이 없는 일반 

기업에 확장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BASEL 기준이 도입하는 자본의 질을 달리하는 ‘복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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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체제’를 세법에서도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ASEL III에서 보통주자본의 비율은 4.5%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기본자본을 

포함하는 기본자본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보완자본을 포함하는 총자본

비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조세법상 도입하려면 먼저 상위

자본과 하위자본을 나누어야 하고, 하위자본의 경우에는 상위자본이 일정 비

율(예를 들어 보통주자본비율 4.5%)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성을 전

혀 인정하지 않아 버리거나, 또는 (상위 자본의 비율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하위자본은 총량에 불구하고 일부만 비율적으로 자본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제

도 등으로 변형이 필요하다. 또한 BASEL에서는 자본의 단계별로 자본성 인정 

한도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예를 들면, BASEL II에서는 보완자본은 기본자

본의 100% 한도라는 범위가 있었고, 또한 보완자본 중 하위 기한부채무는 기

본자본의 50%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다), 110  이러한 복잡한 자본구조를 현재의 

모든 조세제도가 자본과 부채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가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BASEL 체제를 보면 상위자본(Tier 1 기본자본 등)만을 조세

법상 자본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하위자본(Tier 2 보

완자본) 전부를 조세법상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예

를 들어 현행 BASEL III를 기준으로 보면,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선으로 삼기

에는 지나치게 자본성 인정에 엄격하고(예를 들면, 일반 기업이 만기가 엄격

하게 ‘ 구적’인 사채를 발행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까지 자본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사회통념상 자본이라고는 보기 어려

운 금융상품(예를 들면 만기 5년물의 후순위 채무)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어 

 
110 위 2항 및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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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이 지나치게 완화되므로 적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금융규제상으로도 현재의 복층적 자본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규제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다.111 

요약하면, BASEL 은행규제체제에서 자본의 질을 검토하고 통제하는 접근은 자

본과 부채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 조세법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만기, 후순위성 및 이자지급임의성을 고려하는 점은 기타 다른 제도들과

도 같은 태도이며 조세법상 참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강하여 규제감독의 정도가 강한 은행규제적 성격이 드러나는 조건들

(강제상각, 감독기관의 승인)은 조세법상 도입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복층적 자

본구조 및 그에 근거하여 더 나아가는 자본의 단계별 양(量)적 통제를 도입할

지 여부이다. 일반기업들의 조세순응부담 및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이 정도

로 지우면서까지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을 복합적이고 상세하게 만드는 것이 

타당할까? 이 논문 제6장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구분

을 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외적으로 많은 

난점이 있다. 하물며, 그보다 복잡한 복층적 자본구조를 정하는 것은 자본과 

부채의 사이에 준(準)자본(quasi capital) 또는 준부채를 신설하는 것인데, 몇 가

지로 신설할지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에 따른 다른 조세제도와의 정합성을 높

이는 것도 너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조세법상 복층적 자본구조를 도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일반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111 Herring (2018), 198면은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우) 39개 항목으

로 나누어지는 자본구조 매트릭스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중복적이고 
단순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많은 규제지수에 불구하고 불안정

한 회계상 개념에 의존할 뿐 실제 가치에 근거한 측정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은 여전히 보유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erring (2018),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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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렵다고 본다. 

 

제4절 하이브리드증권 거래조건 – 후순위성 - 의 도산법상 효력 

 

1. 총설 

 

여기서는 먼저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이 도산법상 유효한지를 살펴 보고자 한

다. 특히 하이브리드증권의 후순위 특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검토할 쟁점이 있

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증권 과세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도산법상 하이브리드증권의 성격을 세법상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지 또한 그러

한 고려에 있어서 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하이브리드증권 조건의 도산법상 효력 

 

가. ‘도산절차상 자본일 것’이라는 요건 관련 

 

현행 은행법규는 하이브리드증권이 기타기본자본(Tier 1)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

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112  이 문구의 의미는 파산법상 

 
112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 제6조 나.항 (1)(나).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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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여부 판정시(balance sheet test) 부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

다.113 따라서, 파산절차상 자본이어야 기타기본자본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세무상 

손금산입 효과를 위하여 ‘사채’의 형식으로 발행된다. 이러한 사채는 도산절차

상 부채로 인정됨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이 도산절차상 

부채로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기타기본자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그 이전의 발행기업인 은행들의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처리는 소급적으로 공시, 

자기자본비율산정 등 모든 은행감독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명확하다.  

한편,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도산법상 후순위약정의 효력 및 형평법리

에 따른 열후화 쟁점이 있어, 도산법상 효력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

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증권의 문언 조건에 비하여 일부 도산법상 효력이 제

한되더라도(특히 회생절차에서 형평상 고려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일부 제한되

거나 인정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도산절차상 ‘자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하이브리드증권의 도산

법상 ‘자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면 도산절차 직전 예정사유 발생시 강제상각이나 강제전환조건을 두는 것이 

도산법상 ‘자본’이어야 한다는 기타기본자본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안정

 
원 [공역편], “바젤III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규제 체계” (2011), 33면도 같은 요
건을 들고 있다. 

113  문언 자체로 보면 파산 선고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Tier 1 자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으나, 하이브리드증권 발행시 파산 상태의 재무제표를 예측할 수
는 없고 파산 상태라면 당연히 어떠한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그 
도산법적 성격이 자본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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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이 되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BASEL III 기타기본자본은 강제

상각이나 강제전환을 통한 손실흡수를 요건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도산법상 자본이어야 한다는 것은 현행 BASEL III 기준 및 이를 도

입한 우리나라 은행법규상 기본자본(Tier 1 자본)이기 위한 요건이다. 그러나, 

보완자본(Tier 2 자본)이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114  앞서 제 3 절에서 논의한 바 

대로 BASEL 기준에 의한 복층적 자본구조는 조세법상 도입이 어렵고, BASEL 

기준 가운데 Tier 1 자본에 한하여만 도산법상 자본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므로, BASEL 기준에서 기타기본자본의 요건으로 도산법상 자본일 것을 요구

한다고 하여 조세법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준으로 응당 따르기는 어렵다.115 

다만,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비율적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도산절차상 자본이

라는 점은 도산절차상 변제순위가 ‘후순위’라는 것이 되므로 하이브리드증권

의 자본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됨은 분명하다. 후순위성에 대하여는 이하 항을 

달리하여 논의한다.  

 

나. 후순위약정의 효력 

 

 
114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 글, 34면 이하의 보완자본 요건에서는 도산절차

상 자본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115  이하 나.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도산절차에서의 후순위약정의 효력 논의 이외

에, 하이브리드증권을 도산절차에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법형식과 다른 취급(즉 
자본 또는 부채로의 분류)을 할지에 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추
후 도산법적 논의의 발전을 살펴 보면서 조세법상 함의를 가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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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I 기준에 따르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 에서 Tier 1 기타기본

자본의 요건으로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특약’이 라는 

조건이 있다. 116  이는 ‘후순위약정’이며 여기서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인 후순

위약정이 우리나라 도산법상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

지가 쟁점이 된다.  

금융거래에서 이용되는 후순위약정은 약정의 당사자 및 후순위의 대상에 따라

서 구분된다. 먼저 (i) 모든 선순위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와 후순위 채

권자 사이의 후순위 약정(=절대적 후순위 약정)과 (ii) 특정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 간의 후순위 약정(=상대적 후순위 약정)

으로 구분된다.117  실제로 하이브리드증권에서 사용되는 후순위 약정은 채무자

인 발행자와 채권자인 투자자 사이의 하이브리드증권이 가지는 모든 다른 선

순위 채권자에 대한 후순위 지위에 대한 약정인 절대적 후순위 약정에 해당한

다.118  

 
116 동 별표 제6조 나.(1)(나) 

117  채권자들 사이의 상대적 후순위 약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러한 
채권자 간의 후순위 약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상대적 후순위 약정에 불구하고 파산

절차에서는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 
후순위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러한 약정의 당사자라면, 채무자회생법 제
4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구속되어 선/후순위 채권자간 차등 배당을 하게 된다. 
반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법원은 상대우선원칙

에 따라 후순위 합의 내용을 반 하되 공정성과 형평성도 고려하여 약정대로만 할 구
속을 받지는 않는다. 박준∙한민, “금융거래와 법” (2019), 박 사, 817면 이하 참조. 이러

한 한계 때문에 실제로 하이브리드증권이 상대적 후순위 약정의 구조를 취하는 경우

는 발견하기 어렵다.  

118 박준∙한민, 위 책, 8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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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후순위 약정은 세부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내용적으

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른 선순위 채권이 전액 변제될 것을 조건으

로 하여 당해 후순위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정지조건부 후순위 

특약을 둔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119이 있고, 다음으로 단순히 지정된 선순위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임을 표시하는 ‘단순 후순위 약정’이 있다. 회생절차에서 

단순 후순위 약정의 효력은 불완전하다. 단순 후순위 약정만 존재하는 경우에

는 선순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서 ‘상대우선원칙’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

다. 120  상대우선원칙에 따라 선순위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않음에도 주주가 일

부 배당을 받는 경우, 후순위채권자는 주주보다는 나은 취급을 받게 되기 때

문에 선순위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변제될 수 있다.121  

반면,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은 도산절차에서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파악되어 

채무자회생법 제 446조 제 2항122에 근거하여 파산절차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119  예를 들면, 하나은행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2016. 6. 14.자)에 기재된 후순위특약의 내용은 ‘모든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

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에서 전액 변제되거나 배당

되었을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후순위채에 대한 배당 또는 변제가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 변제약정이다. 위 책, 821면 각주 114번. 

120  회생절차에서의 상대우선원칙은 당사자간 선후순위 약정의 내용에 불구하고 회생

절차에서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후순위 약정의 효력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

다. 파산절차에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 변제 받기 전에는 후순위 채권자 및 주주

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회생계획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

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
항), 예컨대 무담보채권자가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를 완전히 상
각하지 않고, 권리 감축 비율 등에 차등을 두어 권리 변경을 하기 때문이다. 박준∙한
민, 위 책, 817면 

121 위 책, 821면.  

122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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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같은 후순위약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은 없으나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123로 보아 회생절차에서 하이

브리드증권의 조건상 선순위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정한 일반 회생채권보다 후

순위로 취급된다. 124  다만,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의 

상대우선원칙 때문에 후순위성이 절대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여전

히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i) 선순위 채권자의 전액 변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 후순위채권자는 위 조건 문구에 단순히 구속되

어 변제액이 (0)이 될 것인지, (ii) 아니면 조건부 변제 약정을 주주보다도 후

순위가 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수는 없으므로 주주 배당이 일부라도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주주보다는 ‘상대우선적’ 지위에서 배당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125  원칙적으로 일반 후순위 채권이라면 형평

을 중시하는 회생절차의 성격과 그에 따른 회생절차의 상대우선원칙상 후자의 

견해가 타당할 것이나, 은행의 하이브리드증권에서의 후순위는 은행업감독규

정 시행세칙에 명문으로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

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을 말한다”라고 하여 엄격한 후순위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흡수능

 
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123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1호는 회생계획의 조건과 관련하여 같은 성질의 권
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하나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평등

의 원칙의 예외로 삼고 있다. 

124 박준∙한민, 위 책, 820면;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3판(2019), 399면. 

125 이에 대하여는 박준∙한민, 위 책, 820면 부터 8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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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장 중시하는 내용의 후순위이므로, 절대적 후순위를 의미하여야 한다

는 견해가 유력해 보인다.126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 218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는 형평 고려에 의한 동

일 권리자 사이의 차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형평 고려에 의한 불이익한 취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배주주 등 특수

관계인의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자의 채권에 비하여 후순위화(즉, 열후화)가 

가능하다. 127  이러한 면에서는 특수관계인간 하이브리드증권 거래는 거래문언

에 불구하고 도산절차상 후순위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3. 세법상 함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조세법규 및 판례는, 달리 해

당 소득유형을 규율하는 특별한 조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 또는 

부채의 법적 형식을 중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128  이러한 상황에서 도산법상 

자본 또는 부채의 구별도 조세법상 자본 또는 부채의 구분에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도산법상으로도 회생사건에서 ‘상대우선원칙’이 

적용되어 채권자들과 주주 사이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조정을 

 
126 박준∙한민, 위 책, 821면도 같은 취지. 

127  이제정, 도산절차에서의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 법조 제628호 (2009), 26
면 

128 이 논문 제6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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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이상 도산법에서도 채권자의 선순위와 주주의 후순위는 존중된

다고 할 수 있다.129  

자본과 부채의 구분에 있어서 도산법적 요소를 고려할지 여부는 제도마다 입

장이 다르다. 자본과 부채의 구분에 대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미국 조세 관련 판례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

를 살펴 보므로 도산 상황에서의 취급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30  또한, 하이브리드증권이 규제목적상 자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

피는 BASEL 기준은 선순위 채권자의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것을 정지조

건으로 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도산법상 자본인지 여부 및 후순위성 여부를 중시하여 판단하

고 있다.  

도산절차의 자본과 부채 구별의 관심은 실제로 기업이 도산한 경우의 변제순

위 – 즉 후순위성 – 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산절차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

에 따른 순위 또는 후순위성 여부는 하이브리드증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후순위성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그러나, 도산법상 자본과 부채 논의를 그대

로 조세법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도산절차는 실제로 기업이 도산한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관계를 차등적으

로 정하는 절차이므로,131  도산절차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은 그 속성상 사후

 
129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의 조 분류에 있어서 회생담보권자, 우
선권 있는 회생채권자, 기타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환우선주는 주주 및 지분권자의 조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자 
2103회합9 결정 [회생] 사건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주주로 분류하여 절차를 정하고 있다. 

130 이 논문 제5장 제2절 2.항 참조. 

131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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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즉, 앞서 살펴 본 회생절차에서의 ‘상대우선원칙’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열후화 법리’에 의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의 후순위성

은 문언조건의 내용과는 달리 제한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

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면 이러한 위험은 상당히 제한되고, 약정 그대로의 

후순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도산법상 완전한 후순위 약

정의 조건을 갖춘 하이브리드증권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배분

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중이 증가함이 타당

하다. 132  반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정상가격(arm’s length)이 아니거나 단순 

후순위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시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비하여 부채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제5절 하이브리드 증권의 과세에 대한 함의 

 

여기까지 이 장에서 ① 상법상 사채의 속성에 대한 논의 및 자본과 부채의 중

간적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

기 위하여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하이브리드증권(즉, 조건부자본증권)의 요건과 

법형식을 살펴 보았고, ② BASEL 기준을 받아들인 은행법규상 규제자본의 특

성 및 요건을 살펴 보았으며, ③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 중 ‘후순

위성’에 대한 도산법상의 논의를 살펴 보았다. 

 
132 하이브리드증권 구분법의 배점 기준은 이하 제6장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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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과 사채로의 분류를 함에 있어서 상법상 사채의 속성으로 논의되

는 핵심적 요소는 ‘원본상환의 의무’와 ‘확정이자’의 존재 여부인데, 그러한 

요건의 엄격성은 사채의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

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이 강제전환조건 및 강제상각

(즉, 채무면제)조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시

장법에 명문으로 근거법규가 제정되었다.  

BASEL 기준을 받아들인 은행법규는 자본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여기

서 자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하는 핵심 기준은 은행에 ‘위기 상황’이 닥쳤

을 때 당장 은행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즉, 예금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

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을 살피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은 ‘손실흡수능력’

이라고 불리운다. 은행법규상 자본이기 위하여는 이러한 손실흡수능력을 가져

야 하는데, 손실흡수능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자본에 투자한 투자자가 은행의 

위기상황에서 상환청구를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환가능성(즉, 당장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속성)이 없을 것이 은행법규상 자본의 속성이고, 

반대로 상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은행법규상 채무의 속성이다. 은행법규는 이

러한 상환의무 여부 – 달리 말하면 손실흡수능력의 존재 여부 – 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두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즉, 상위자본 및 하위자본이 존재하고), 

그러한 유형별로 자본이 되기 위한 일정한 제약을 달리 정한다. 이러한 제약

은 구체적 조건을 따지는 ‘질(質)적 제약’과 유형별로 자본 인정 한도를 정하

는 ‘양(量)적 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법규는 자본과 부채의 일도양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층을 나누는 복층적 구조로 자본을 정의하고 있고, 상위자

본은 은행의 위기상황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보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자본구조에서도 이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자

본과 부채의 구분을 위한 요소로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을 중시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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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은행의 자본 정의 방식 및 자본과 부채의 복층적인 구별방식을 조세법

상으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은행법규의 복잡한 자본체계가 조세법상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함을 감내할 필요와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회계나 신용평가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기준과 비교하여

야 하는 문제인데, 은행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 복잡한 자본구조를 일반기

업에 대한 과세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효용에 비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된다. 

특히, 이하 제7장에서 논의하는 하이브리드증권 구분법을 기존의 조세제도에 

도입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은행규제상의 다층적 

자본개념을 조세법상 채택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 중 ‘후순위성’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도산법상 후순위약정은 선순위 채권의 범위에 따라 모든 다른 채권자

를 선순위로 하는 ‘절대적 후순위 약정’과 특정한 채권자만 선순위로 하는 ‘상

대적 후순위 약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상대적 후순위 약정은 도산절차상 효력

이 불안정하다. 또한 절대적 후순위 약정은 도산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 모두

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

부 변제 약정’과 이러한 구조를 취하지 아니한 ‘단순 후순위 약정’으로 나뉘어

지는데, 단순 후순위 약정은 회생절차에서 약정 그대로의 효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증권 중 후순위약정은 종류별로 다른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하며, ‘절대적 후순위 약정’으로서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만 완전한 후

순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산법상 효력의 

차이는 이하에서 논의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서의 자본과 부채의 배

분 비중에 반 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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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 

 

제1절 도입 

 

이하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 본다. 크게 보아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회계상 일반적인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준이 하나이고, 다음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구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예외로 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고민을 살펴 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는 회계상 ‘복합금융상품’에서의 파생적 요

소의 분리 기준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쟁점인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

준에 대하여는 여러 회계기구{대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IASB”)와 미국의 연방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FASB”)}의 자본과 부채 구별을 위한 노력 과

정에서 드러나는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도 살펴 봄으로써 회

계상 자본과 부채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살펴 보는 이유는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를 회계기준에 터잡

을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하이브리드

증권 과세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회계의 입장을 선별해내기 위함이다.  

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처리와 관련이 있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은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IAS 

32(financial Instrument: Presentation) 및 IFRS 9(Financial Instruments)이다. 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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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133  가운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

1032호(금융상품: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에 해당한다.134 과거에는 IAS 39에

서 투자자의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다루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

라 금융부채 측정에서 대칭성을 잃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오다가,135  금융

상품의 분류와 측정은 부분은 IFRS 9로 대체되었다.136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규

모 회사 등은 K-IFRS가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하이브리

 
133  K-IFRS는 IFRS의 내용과 같으나 전거로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위원회의 회계기준 채택 권한을 동조 제3항에 따라 수탁받

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므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 회계기준

을 논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논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K-IFRS라는 용어보다는 원래의 국제회계기준의 명칭(IAS 32, IFRS 9 등)을 주로 
사용한다. 각주에서는 논자가 실제 확인한 K-IFRS를 기준으로 인용한다. 

134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IAS 32의 적용범위에 속하고(동 기준서 문단 2), 보유자(투자자) 입장에서의 금융상품

(즉,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은 IFRS 9의 적용범위이다(동 기준서 IN7). IFRS 9에서 
‘지분상품’ 및 ‘금융부채’의 정의는 IAS 32를 준용한다{동 기준서 부록(Appendix) A. ‘용
어의 정의’ 참조}. 한편, IFRS는 금융상품의 공시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서(IFRS 7. K-
IFRS 1107 ‘금융상품: 공시’)를 두고 있다.  

135  IAS 39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고, 특히 금리변화시 금융자산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 하게 됨에 반하여, 금리 인하시 가치 
회복은 반 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칭성 및 그로 인한 기업 재무재표 악화로 인한 경
기변동성을 키우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IFRS 9에서는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
리하여 당기손익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에만 향을 주는 선택가능성

을 두었다. 김대현,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 내용”, 한국회계기준원 기고문 
(2015), 1면, 5면. 

136  IFRS 9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

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다. 이러한 범위에서 IFRS 9은 IAS 39를 대체한다. K-IFRS 9, IN 
1 및 IN7). 현재의 IAS 39는 위험회피회계만 다루고 있다. K-IFRS 1039, 문단 71. 현또

한, IAS 32는 K-IFRS 1109(금융상품)와 K-IFRS 1107(금융상품: 공시)에 규정된 금융자산

과 금융부채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하여는 보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K-IFRS 
1032, 문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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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증권을 실제로 발행하는 회사는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가 대부분이므로, 137 

하이브리드증권과 관련하여서는 IFRS의 규율내용이 주된 검토의 대상이 된다.  

 

제2절 자본과 부채의 구별 

 

1. 현행 IFRS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 

 

IFRS의 자본과 부채의 개념은 ‘개념체계’에서 다루고 있으나, 금융상품 중에서 

자본에 해당하는 지분상품과 부채에 해당하는 채무상품의 구별은 금융상품 기

준서들(IAS 32, IFRS 9 등)에서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유사하나 정확시 일

치하지는 않는다. 같은 점 및 다른 점을 이하에서 살펴 본다.  

IFRS의 개념체계에서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

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된다.138 한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

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정의된다.139  이는 기업 실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후의 순자산으로서 소유자가 보유하는 잔여지분을 나타낸

다. 현행 기업회계상 자본의 정의는 자본 자체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및 부채의 인식 결과에 따라 잔여금액으로 간

 
137  현재 우리나라에서 K-IFR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회사들은 대체로 주권상

장법인과 금융회사들로 국한되어 있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138 K-IFRS 개념체계, 문단 4.26. 

139 K-IFRS 개념체계, 문단 4.63, 문단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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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즉, 회계상 “자산 = 부채 + 자본”의 등식이 성립

하므로, 자산과 부채를 먼저 정의하고 측정한 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뻰 

잔여분이 된다. 

한편,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들의 정의는 다르다. 여기서는 ‘금융상품’을 먼

저 정의하고, 그 가운데 자본에 해당하는 ‘지분상품’과 부채에 해당하는 ‘금융

부채’를 따로 정의한다.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을 의미한다.140  IAS 32에서 금융자산은 지분상품과 비지분상품인 금융상품(즉, 

금융부채 또는 채권) 141을 포함한다. 142  여기서 금융상품은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

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의되어 있다.143  하이브리드증권은 이러한 금융

상품에 해당하므로 금융상품 기준서들이 적용된다. 

IAS 32의 금융부채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 적자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

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

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이거나, 또

 
140 K-IFRS 1032, 문단 11. 

141  다만 회계기준은 ‘비지분상품’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상품 중 지분상품이 아닌 차변과 대변의 계정을 비지분상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IFRS 9는 투자자의 회계처리에서도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
용하고 있다. IFRS 9, 문단 1.1. 이 논문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입장에

서는 ‘채권’이라는 용어도 문맥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142 K-IFRS 1032, 문단 11에서 ‘금융자산’의 정의 참조. 

143 K-IFRS 1032, 문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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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i)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과 (ii)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

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

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144  이런 (ii)와 같은 규정이 무슨 뜻이고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하 2.항에서 살펴본다. 금융자산 중 IFRS의 용

어에 의할 때 ‘금융부채’인 비지분금융자산(즉, 채권)은 위 금융부채의 정의에

서 ‘의무’를 권리’로, ‘인도’를 ‘수취’로, ‘불리한’을 ‘유리한’으로 대칭적으로 바

꾸어 읽으면 된다. 

기준서의 구성이 어지럽지만 핵심을 요약하자면, 금융상품기준서들(IAS 32, IAS 

39, IFRS 9)에서 ‘금융상품’은 ‘계약’이어야 하고, 차변에 존재하는 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인데, 차변의 금융자산은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즉, 채권) 그리고 현금

으로 구성되고, 대변의 금융상품은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즉, 채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금융상품기준서들에서 ① 차변과 대변의 지분상품은 자본이고, ② 차

변의 금융상품 중 현금 및 지분상품을 제외한 것이 금융부채인 금융자산(즉, 

채권)이며, ③ 대변의 금융부채가 채무이다. 이러한 지분상품 및 금융부채의 

개념은 개념체계에서의 자본 및 부채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개념체계와 기준서에서의 부채의 개념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개념

체계는 부채의 요건으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의무(outflow of resources)’를 요구

하는 반면, IAS 32는 부채의 요건으로 ‘계약상 의무(contractual obligation)’의 존

 
144  K-IFRS 1032, 문단 11. 따라서,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

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로서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

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동 기준서, 같은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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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45 IAS 32는 계약으로 인한 금융상품에만 적용되

며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채나 자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146  적용

범위가 개념체계보다 좁은데, IAS 32는 금융상품의 회계에서 개념체계에 우선

한다.147  개념체계와 금융상품 기준서 모두에서 (금융)부채를 먼저 정의하고 자

산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자본(또는 지분상품)이 되도록 정의하여 자본(또는 지

분상품)지분상품이 잔여청구권을 나타내도록 한 구조는 상호간 같다.148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법형식을 보다 중시하고, IFRS는 자본 

및 부채의 구별에 그 경제적 실질을 반 하도록 하고 있다. 149  따라서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우선조건이나 상환조건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과 잉여금은 회계상 자본이고, 150  후순위성 여부를 불문

하고 법적 부채이면 회계상으로도 부채로 보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151 

 
145 같은 취지로 Martin Schmidt “Equity and Liabilities – A Discussion of IAS 32 and Critique of 
the Classification”, Accounting in Europe, Vol. 10 No. 2, (2013), 205면 및 각주 7. 

146 K-IFRS 1032, AG12 

147  개념체계는 구체적 기준서(즉, 회계기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K-IFRS, 개념체계, 
SP1.2. 

148 K-IFRS 1032 문단 11 

149 K-IFRS 1032 문단 15  

15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자본) 15.2 문단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

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

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2.18문단은 자본은 ‘자본금, 자
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이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2.29문단 이하는 이러한 자본의 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법상 자본금과 잉여금이 그 각 항목의 계산의 기준이 되고 있다.  

151 김희준, “ 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2015), 9면도 같은 취지. 또한, 2015. 8.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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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 및 상장기업은 IFRS 적용 대상이므로 IFRS 도입 이후 하이브리드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경제적 실질기준으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우

리은행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의무 도입 일 년 전인 2010년 감사보고서에서 

사전공시사항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효과 등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우리

은행에서 발행한 동일한 계약조건의 하이브리드증권(신종자본증권)이 회계기

준의 변경으로 인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됨을 명시한 바 있다. 152  이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2015-
G-KQA006]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또는 부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15.2에서는 자
본을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

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며, 납입자본은 상법 제295조 등에 따라 주
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입니다. ⑵ 반면, 질의대상 증권은 상법 제8절 
제469조에 근거하여 발행한 사채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
반기업회계기준 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합니다”라고 회신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근거법령에 따라 사채로 발행한 이상 이자의 누적성, 
금리상향조정조항 등을 불문하고 부채로 처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위 회신에서 검토된 사채의 조건]  
◦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 30년 연장(revolving) 가능 
◦ 발행자가 발행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 가능 
◦ 보유자(투자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표면금리는 발행 후 5년까지는 3%, 6년 이후에서 30년 만기까지는 상향조정이자

율을 적용함 
◦ 이자지급 연기가능하며 누적이자는 복리를 적용 

  

152 우리은행의 2011. 3. 31.자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4)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 성과에 
미치는 향’ 중 ‘3). 댜. 발행사채’에서는 “거래특성상 실질적으로 자본의 정의를 충
족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에서 기타자본(신종자본증권)으로 분류하 ”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무공시 감독당국이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도입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도입 1년전인 2010년 말에는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 성과에 미치는 
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 기 때문이다. 최성호∙김인숙, “신종자본증권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 ”, 회
계저널 제23권 제6호 (2014), 각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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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계상 실질우선의 원칙은 오히려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면도 

있다.153  

회계는 이와 같은 경제적 실질 고려의 관점에서 사안별 결론을 내라고 있다. 

확정금액이나 추후에 결정되는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는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고, 154  구채는 만기가 없어 원금의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부채로 

분류한다.155 그리고 금융상품 기준서들(IAS 32, IFRS 9 등)에서의 지분상품과 금

융부채, 즉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 기준에 대한 세 가

지 예외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예외는 이하 2.항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53  한편, Martínez Laguna,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Double Non-taxation and Linking 
Rules”, (2019), 20면은 IAS 32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금
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인식하도록 하여, 회계상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 
over form)을 천명하 고, 이로 인하여 회계처리가 국가별 및 관할별로 다양해질 수 있
는 원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증권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본성 또는 
부채성의 조건들(후순위조건, 만기 조건 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회계상 자본성 또
는 부채성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154 K-IFRS 1032, 문단 18(1). 확정금액이나 추후에 결정되는 금액으로 상환되는 상환우

선주이면, 발행자의 상환의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와 보유자가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모두 부채로 본다. 다만, 회계상 부채라고 하여 조세상 이자손금산입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상환우선주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하는 금전은 이자비용이 아니라 자본거래로서 배당이라고 회신하 다.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 12. 14. 

155  K-IFRS 1032, AG6.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없거나,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먼 미래에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
채로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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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RS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기준(‘계약상 의무’ 기준)의 예외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IFRS는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로의 구분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라는 단일한 구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IAS 32는 ‘계약상 의무’만 부담하면 금융부채로 보는 것으로 정의하 으나, 이

와 같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금융상품의 분류가 경제적 실

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즉, 정의상으로는 채무상품이나 경제적 

실질은 지분상품인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FRS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예외를 정하 는데, 이는 ‘풋가능 금

융상품(puttable instruments)’의 예외, ‘청산조건부 상환 금융상품’{즉,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기업(limited life entities)의 경우}의 예외 및 ‘확정금액으로 확정자기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예외{이를 확정대확정의 원칙(fixed for fixed rule)이라고

156 한다}이다.  

먼저, ‘확정대확정의 원칙’은 앞서 본 금융부채의 정의에 녹아들어가 있는데,157 

 
156  한국회계기준원 검토보고서, “IASB 토론서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국
내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2018) (이하 “한국회계기준원, 2018년 검토보고서”라고 줄여

서 인용한다), 13면 등도 ‘확정대확정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57  K-IFRS 1032 문단 11의 정의 중 ‘금융부채’의 정의 부분 참조. 동 문단 11에서 ‘금
융부채’의 정의에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금융상품’과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수량

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
든 부채를 차감한 이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의 결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금액’의 현
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금유상품은 지분상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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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외를 두는 이유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으로 볼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

통주 100주를 1만원에 취득하여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보통주 100주를 

1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납입 의

무를 부담하고 주식 취득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는 회계상 같이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158  여기서 IAS 32는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확정금액’의 금융

자산을 교환할 계약은 지분상품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확정대확정의 원칙이다.  

다른 두 가지 예외인 ‘풋가능 금융상품’의 예외159와 ‘청산조건부 상환 금융상

품’의 예외160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고, 변동 

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변동 금액이 교환되는 경우이므로 ‘확정대확정’의 원

칙을 적용하더라도 금융부채로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실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 경우이다.  

첫째로, IAS 32는 ‘풋가능 금융상품’161  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으로 정

 
158  즉, 발행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확정수량의 주
식을 확정금액과 교환하는 것은 주식상환 또는 자사주매입의 선도계약이고, 자기지분

상품을 미래에 인도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확정수량의 주식을 확정금액과 교환하는 것
은 신주발행 또는 자사주매각의 선도계약으로서 본질적으로 자기지분상품 그 자체라

는 것이다. 

159  이를 IAS 32의 문단 16A와 문단 16B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단 16A 및 문단 
16B유형 금융상품’이라고 하기도 한다.  

160  이를 IAS 32의 문단 16C와 문단 16D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단 16C 및 문단 
16D유형 금융상품’이라고 하기도 한다. 

161  K-IFRS 1032 문단 11은 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

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

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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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여기서 풋가능 금융상품이라 함은 풋옵션이 부가된 금융상품이라

는 의미이다. 풋가능 금융상품은 발행자에게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즉, 매도청

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므로 개념상 금융부채이

다.162  또한, 투자자가 수령하고 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확정대확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고, ‘증가

하거나 감소(즉,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금융부채이다. 그러나, 파트너쉽, 협동

단체(cooperative entities), 유한회사 등에서는 지분의 매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매각이 안되는 대신 다른 구성원들 대하여 잔존가치에 따른(즉, 순자산가치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매수청구권(즉, 풋옵션)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163  이

러한 단체의 지분이 잔여청구권을 표창함에도 풋옵션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금융부채가 된다면, 사실상 어떠한 기업의 대변에 자본(지분상품)이 없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

다.164  

 
162  같은 문단은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파트너쉽, 일부 조합의 경우 지
분보유자나 조합원은 보유자지분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
으므로 투자자나 조합원의 지분은 개념적으로는 금융부채라고 하고 있다. 

163  Schmidt, 위 글, 208면. 김태식,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해설 : K-IFRS에 대한 사례

중심 접근”, 삼일인포마인 (2019), 1750면. 이러한 순자산가치를 가지는 풋가능 금융상

품과 통상적인 금융상품에 내재된 풋옵션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채무상품에 내재된 풋옵션 풋가능 금융상품 
풋옵션의 행사가격 존재 (1)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 지수의 

변동에 기초 
(2) 풋의 행사가격이 순자산 가치 그 자
체인 경우 

예시) 전환사채 등의 전환채무상품 예시) 개방형 뮤추얼펀드 등 
 

164 Schmidt, 위 글, 같은 면.  



70 

 

둘째로, 존속기간을 정한 기업들로서 투자신탁, (폐쇄형) 뮤츄얼 펀드 등은 투

자자의 선택시점 또는 정하여진 만기에 청산이 반드시 발생하고, 기업은 그로 

인한 순자산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여 금융부채의 

개념에 포함되나, 이러한 투자기구의 ‘청산시’ 지급은 잔여재산의 분배 자체이

므로, 이러한 유형도 금융부채의 예외로서 지분상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

다.165  

이러한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6A∙16B 유형 지분상품’)의 요건과 ‘청산조건부 

상환 금융상품’ (‘문단 16C∙16D 유형 지분상품’)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

부적인 추가 요건이 있는데, 발행자 청산시 보유비율에 따른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가되어야 하고,166  그 밖의 다른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여

야 하며, 167  (풋가능 금융상품의 경우) 발행자의 성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

나,168  (청산조건부 금융상품의 경우) 청산시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한편, 이러한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나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풋
가능 금융상품의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논의된 방안

들은 (i) 그러한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계속 분류하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
도록 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방법, (ii) 모든 풋가능 금융상품을 풋옵션과 주계약으로 분
리하도록 기준서 32를 개정하는 방법 및 (iii) 공정가치로 풋가능한 금융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두어 기준서 IAS 32를 
개정하는 방법이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채택된 것이다(IFRS 1032, BC52). 이
는 부채와 자본의 구별기준에 관한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IFRS 1032, BC55). 

165 K-IFRS 1032, BC50.  

166 K-IFRS 1032, BC 57.  

167 K-IFRS 1032, BC 58. 

168 IAS 32, BC 61. 



71 

 

인도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169는 등이다. 이러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일부 후

순위성의 존재로 부족하고 청산시 최후순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2종류 이상의 

순자산에 대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후순위 1종류로서 동

일한 조건의 금융상품만 인정하고, 발행자의 성과에도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상관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0  결론적으로 모두 최후순위 보통주

의 속성들이고, 경제적 실질로는 최후순위 보통주이나 ‘계약상 의무’의 개념에 

해당하여 금융부채가 될 것들을,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이다. 

 

3. 현행 회계기준의 역사적 평가와 정책적 대안 

 

위 1항 및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IFRS 회계기준은 ‘계약상 의무’를 단일

한 하나의 구별기준으로 삼는 단일한 기능적 구별기준(single functional criterion)

을 사용하면서,171  그러한 단일 기준의 적용결과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

를 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이러한 현행 회계기준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은 하루 아침에 정하여진 것이 아

니고 이하에서 보듯이 많은 논의를 거쳐 정하여진 것이며, 현재도 만장일치의 

 
169 IAS 32, 문단 16C(3). 

170  그런데, IAS 32, BC62는 ‘소유자’ 외의 자격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어야 풋가능 금
융상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와 같이 풋가능 금융상품의 인
정 범위에 있어서 ‘소유자’라는 개념이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받고 있
다. Schmidt, 위 글, 209면.  

171 Schmidt, 위 글,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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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기준이 아니고 보다 나은 구별기준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IASB와 FASB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개시하여 2000년대

에 들어서는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하 으나, 현재는 각각 계속하여 더 나은 

자본과 부채 구별 기준을 연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IASB의 2018년 

FICE 프로젝트172에 따른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선호되는 접근법(preferred 

approach)’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회계상 논의도 자본과 부채의 원형 및 주된 속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상법 및 BASEL에서의 논의 및 이하에서 살펴보는 신용평가에서의 

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본의 특징으로 ‘법적인 소유권 여부’, ‘후순위성’, 

‘사업의 성공과 결부된 지급 및 상환’을 들고, 부채의 특징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와 무관한 ‘확정금액’의 ‘선순위’ 지급을 들고 있으며,173  이러한 자본과 부

채의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금융상품의 회계상 분류기준

을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72  IASB는 2000년대에 들어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을 연구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

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프로젝트와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이를 약칭하여 
“FICE”라고 함)’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FICE 프로젝트는 2018. 6. 토론서 
(DP/2018/1,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이하 “IASB, DP/2018/1”이
라고 줄여서 인용한다)를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항목별로 회의를 진행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은 IASB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ifrs.org/projects/work-plan/financial-instruments-with-characteristics-
of-equity/ (검색일 2020. 7. 1.) 

173  Schmidt는 유사한 관점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분기준은 (i) 의결권 여부, (ii) 만기의 
존재 여부, (iii) 상환금액이 확정금액인지 기업의 성과에 의존하는지 여부, (iv) 대가가 
확정금액인지 기업의 성과에 의존하는지 여부, (v) 결제의 방법(현금인지 자기주식인지 
등), (vi) 평상시의 후순위성 및 청산시 또는 도산시의 후순위성 여부 등이라고 본다. 
Schmidt, 위 글,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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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입장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분은 재무상태표상 대변(debit) 항목을 어

떻게 구성할지를 정하는 것이다.174  한편, 회계상 자본과 부채의 이분법을 취하

지 아니하고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위치하는 청구권을 각각 다양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청구권 접근법(claim approach)’이라고 부른다.175  

이러한 개별적인 청구권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자본과 부채의 구별과 같이 

무언가 재무상태표의 대변을 구별하는 기준을 찾게 되는데, 구별기준을 정함

에는 ‘자금의 원천’을 고려하는 방법과 ‘청구권의 조건 내지 내용’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자금원천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예가 FASB가 제

안하 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중시하는 ‘소유권 접근법(ownership 

approach)’176이다. 이는 소유자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은 자본이고 제3자에 의하

 
174  다만, 금융상품으로서의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은 보유자(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차변

에 위치하게 된다.  

175  1990년의 FASB의 토론서{FASB, “Distinguishing between Liability and Equity 
Instrumentsand Accounting for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Both”, Financial Accounting 
Series No. 094, (1990). 이하 “FASB, 1990년 토론문”이라고 줄여서 인용한다.}에서는 이와 
같은 ‘청구권접근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들고 있다. 동 토론서, 문단 220 이하. Schmidt
는 자본과 부채의 이분법을 버리고 이와 같은 청구권접근법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의 
대변을 선순위부터 나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Schmidt, 위 글, 214면. 2018년 FICE 프
로젝트의 ‘선호되는 접근법’도 양적 특성이 일반 보통주와 다른 자본의 경우 재무상태

표상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별도 표시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각 청구

권의 거래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회계정보 제
공에서는 청구권접근법에 좀 더 가까워진다. IASB, DP/2018/1, IN8.  

176 FASB의 논의에 대하여는 FASB, “1990년 토론문” 외에도 FASB, “Financial Accounting 
Series : Preliminary Views –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No. 1550-100 
(2007)을 참조.  

FASB의 1990년 토론문은 절대적인 잔여분(즉, 최후순위 잔여분)만 자본으로 정의하는 
방안(그러면 자본은 한 종류밖에 없게 된다. FASB, 1990년 토론문, 문단 187 이하), 자
본의 성격을 소유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정의하는 방안(동 토론문, 문단 191 이하), 
기존의 자본과 부채가 아닌 제3의 유형을 정의하는 방안(동 토론문, 문단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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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달된 자금은 부채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자금의 원천, 즉 

‘소유자’의 개념을 정의하여야 하고, 이것이 난점으로 남는다. 후자의 청구권

의 조건을 중시하는 견해는 ‘기능적 접근법(functional approach)’이라고 부리기

도 하는데, 어떠한 기능에 초점을 둘지에 관하여 현행 IFRS는 ‘계약상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단일한 기능적 기준(singular functional approach)으로 채택

한 것이다.177  

한편, IASB의 2018년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선호되는 접근법’에서는 지급

시기가 청산시점 이외의 시점으로 특정되어 있는지(시기 기준. ‘time feature’)와 

지급금액이 회사의 경제적 자원의 총량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로 정하여지는지

(양적 기준. ‘amount feature’)라는 두 가지 기준(또는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178 

이와 같이 분류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 되면 분류기준 상호간은 선택적(즉, ‘or’

기준)일 수도 있고 중첩적(즉, ‘and’ 기준)일 수도 있다. ‘선호하는 접근법’은 둘 

 
등이 논의되었다. 제3의 유형으로는 1990년 당시의 위험근거자본제도(Risk Based Capital 
System)나 현재의 BASEL 같은 규제상 인정되는 임시자본(temporary capital)을 제3의 유
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논의되었고(위 토론문, 문단 205 이하), 또한 전환사채와 같은 
조건부자본(Contingent Equity)을 별도의 유형으로 정하는 방법도 논의되었다(동 토론문 
문단 216).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FASB의 회계기준에 반 된 것은 아니다. 
현재 유효한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6 –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2008)에서는 자본을 ‘기업의 성패에 중대하게(significantly) 의존하고’(문단 
54), ‘소유권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부채보다 후순위’이며(문단 60), ‘잔여지분으로서 
순자산과 같다’(문단 49)는 개념적 징표로만 설명하고 있다.    

177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solvency approach’라고도 한다. 이
러한 자본과 부채의 구별 방식의 분류에 대하여는 Martin, 위 글, 204면; N. Fargher 외 3
인,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debt and equity: finding a way 
forward”, Accounting & Finance, (2019), 11면 참조. 

178 IASB, DP/2018/1, I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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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부채가 되므로 선택적 기준법이다. 분류하는 가짓

수도 다양할 수 있는 것이, 자본 또는 부채의 이분법일 수도 있고, 중간 단계

의 항목을 정한다면 3분법이며, 그보다 많은 항목의 설정도 당연히 이론적으

로는 가능하다.179 

이러한 청구권의 항목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근본적

인 문제가 있다. 이는 대변에서 개별적인 청구권의 인식 이후 측정되지 아니

하는 잔여청구권(residual claim)을 포함하는 최후순위 계정(즉, 최후순위 자본계

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180  근본적으로 회계에서 차변은 기업의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으로서 경제적 효익을 창

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표시하는 것인데, 181  이를 요약하면 ‘장래의 효익’

 
179  IFRS의 개념체계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를 선택하되, 원
가를 고려하여 그 회계단위의 선택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고려하

도록 한다. IFRS, 개념체계, 문단 4.52. 결국 이와 같은 분류유형의 수를 정하는 것도 
회계정보의 효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형량할 문제이다. 

180  Schmidt, 위 글, 203면.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IASB, DP/2018/1의 Section 6에서도 드
러난다. 위 2018년 토론서에서는 보통주 이외의 다른 지분상품과 지분관련 파생상품

으로 인한 손익을 측정하여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으로 공시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 지분관련 파생상품의 가치 증감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공정가로 
측정하여 그대로 반 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분관련 파생상품이 총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계산하여 포괄손익 변동분 중 지분관련 파생상품의 비중이 차지하는 만
큼만 지분관련 파생상품 가치 증감분으로 반 하는 방법(기간평균접근법, 기간말 접근

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이유는 자본이 표시하는 범위는 
인식하지 아니한 잔여가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분관련 파생상품만 시가대로 평가

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과도한 변동{예를 들면 보통주에 (0)보다 적은 금액이 배분되

는 경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토론서 6.77문단. 한국회계기준원, 2018년 검
토보고서, 79면.        

181 K-IFRS 개념체계, 문단 4.2부터 문단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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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무제표의 차변은 모든 장래의 효익을 표시하지

는 않는데, 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장래의 효익도 있고, 모든 자

산이 인식되는 것도 아니며, 인식되는 자산의 가치가 항상 장래의 효익의 양

과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182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인식하는 부채도 과거사건

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여야 하는 현재의무이나, 의무가 존재

하는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과 채무로 인식되는 것이 항상 상호 연결되고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은 충족하는 것들이 늘어

나나, 그로 인한 장래의 경제적 자원 이전 의무가 늘어나더라도 부채의 정의

나 인식 기준을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차변과 대변 사이의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불일치를 완충할 수 있는 하나의 ‘최후 잔여 계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최종의 

잔여계정은 적정한 측정이 어렵게 된다.183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모든 논의는 

 
182  Schmidt, 위 글, 203면. 개념체계, 문단 4.15.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자원이기는 하므로 자산의 정의는 충족할 수 있으나, 낮은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개념체계 문단 5.6도 자산이나 부
채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식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
다. 인식이 되기 위하여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의 ‘가능성’이 높고, 원가 또
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개념체계, BC5.1), 이러한 발생가능

성 기준을 적용하면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오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개념체계, BC5.2). 예를 들면 기업이 현금을 수취하는 대가로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희
박한 사건이 발생하면 고정금액을 지급할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예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즉시 차익

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개념체계, BC5.2). 또한 ‘신뢰성’ 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측정가능여부에 따라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개념체계, BC5.3). 

183 Schmidt, 위 글, 203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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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하나의 잔여계정으로서 시가평가되지 않는 계정의 존재 필요를 인정하

고 있다.184 기존의 IAS 32는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원가법에 의하고 시가평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IFRS의 선호되는 접근법도 최종의 자본 계정에 대하여까지 

시가평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다만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부채의 

특성도 일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표시 및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하

고 있을 뿐이다. 185  소유권 접근법 중 가장 자본의 범위가 좁은 ‘기본 소유권 

접근법’은 최후순위의 잔여청구권만을 자본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최후순위 자본 이외의 것은 부채로서 재측정 및 상세 내용의 공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186 

여기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은, ① 회계기준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을 정

하기 위하여 파악하는 자본과 부채의 원형은 다른 제도들과 비슷하며{즉, 확

정 상환기한(즉, 만기)의 존부, 확정금액 상환 의무의 존부 등}, ② 회계상으로 

큰 두 가지의 흐름은 지급의무 존재 여부를 중시하는 유형(즉, ‘solvency 

approach’)과 잔여청구권이라는 소유권의 개념을 정하는 방법(즉, ‘ownership 

approach’)이고, 현행 IFRS 회계기준은 이 중 지급의무 존부를 기준으로 삼고 

 
184  IASB, 개념체계, BC 4.90에서도 자본과 부채의 이분법 구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
계는 특성과 정도가 다양한 청구권을 양분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구

권이 직접 측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접근법이든 하나의 잔여유형의 청구권을 식별하

여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85  2018/DP/1, 문단 2.37에서는 선호되는 접근법이 금액적 특성 및 시기적 특성 중 한 
가지만 부채의 특성을 가져도 부채도 분류되므로, 공시를 통하여 보통주와 다른 구조

를 가지는 자본에 대하여 상세한 공시를 하고 부채 및 자본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공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186 기본 소유권 접근법에 대하여는 FASB, “Financial Accounting Series : Preliminary Views 
–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No. 1550-100, November 2007의 문단 1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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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IFRS가 선택한 지급의무 존부 판단을 위한 단일한 기준은 ‘계약상 의

무’의 존재 여부이고, ③ 회계상 다른 구별 기준도 논의되고 있고, 다른 논의

에는 소유권을 정의하자는 소유권접근법과 지급의무 기준에 의하더라도 두 가

지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자는 FICE 프로젝트의 ‘선호되는 접근법’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기준(시기적 기준 및 양적 기준)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존재하며, 

소유권접근법은 소유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난관에 부딪히고,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 을 경우 처

리가 난관이라는 점이다. 

 

제3절 복합금융상품의 분할여부 – ‘밀접관련성’ 기준의 적용 

 

하이브리드증권은 회계상 복합금융상품(또는 복합상품)187이고, 자본요소 및 부

 
187  K-IFRS 1032가 ‘복합금융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반하여, K-IFRS 1109는 ‘복합

계약’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 복합계약은 IFRS 기준서에 따
르면 ‘hybrid contract’ (IFRS 9, 문단 4.3.1)이다. 또한 복합상품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어로 ‘hybrid instrument’{IFRS 9, 문단 4.3.5(b)}이고, 복합계약과 같은 의
미로 보인다. IFRS 기준서의 체계 및 문언을 고려하면, ‘복합상품’은 금융상품이 주계약

과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로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로, 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중급회

계”, 제8판 (2020), 604면. 반면 ‘복합금융상품’은 K-IFRS 1032에서 정의하는 용어인데 
금융상품이 부채요소와 자본(지분상품)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K-
IFRS 1032 문단 28. 신현걸∙최창규∙김현식, 같은 책, 561면, 603면.  

복합금융상품과 복합상품(또는 복합계약)의 의미상 차이는 모호하다. 복합금융상품은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이고, 복합상품은 주계약과 내재파생

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신현걸∙최창규∙김현식, 위 책, 603면). 그
러나, 복합금융상품 또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K-IFRS 1032, IE37 참조). 발
행자의 입장에서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금융부채나 지분상품 중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므로(K-IFRS 1032, 문단 28 및 문단 31), 궁극적으로 복합금융상



79 

 

채요소뿐 아니라 내재된 파생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권이나 확정이자 대신에 회사의 이익에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

하는 이익참가부대출(participating loan) 같은 경우이다. 또한, 만기연장옵션, 중

도상환옵션, 이자지급생략옵션 등이 모두 내재파생상품이고, 이러한 파생적 요

소의 주계약과의 분리 여부가 문제된다. 188  이러한 파생적 요소 및 자본 또는 

부채성 요소를 분리하여 내어 회계처리할지가 복합금융상품의 분할 여부의 문

제이다. 

회계상 ‘복합금융상품’의 정의는 ‘지분상품, 부채상품 및 파생상품의 요소들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다.189  그 중 파생상품 요소가 없는 복합금

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각 요소별로 금융부채, 금

 
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로 구분되기는 한다(이러한 태도는 K-IFRS 1032, 문단 32에
서 발행자는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을 분리하기는 하되 자본요소로 반 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내재파생상품이 궁극적으로 자본요소 또는 부채요소로 반 되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현행 IFRS 9에서는 어차피 투자자는 복합상품에

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으므로(K-IFRS 1109, 문단 4.3.2), 투자자 
입장에서나 발행자 입장에서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188  K-IFRS 1032 문단 29에 의하면,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보유자가 전환할 
수 있는 사채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을 회계상 복합금융상품으로 본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의 요소와 지분상품(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에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콜옵

션)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거래는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채
무상품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나 분리형 주식

매입권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189  K-IFRS 1032 문단 28은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고, 문단 31에서는 파생상품의 특성은 부채요소에 배분함을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이와 같은 문단 28과 문단 31 상호간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운오∙
나인철∙이명곤∙조성표 공저, “중급회계 IFRS”, 제8판 (2020), 8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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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190  한편, 복합금융상품에서 지분상품적 

요소(예: 주식으로의 전환권)가 없는 파생적 부분(예: 보유자의 풋옵션 등)의 

가치는 부채요소에 배분한다.191  다만,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자본요소 또는 부채요소에 배분하지 않고 분리하여 회계처리

한다.192 

복합(금융)상품 보유자(즉, 투자자)의 회계처리는 K-IFRS 1109에 의한다. K-IFRS 

1109의 제정으로 복합금융상품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기존의 K-IFRS 1039에서 

변화되었지만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회계처리는 기존의 규정(K-IFRS 1032)이 

그대로 유지된다.193  개정전 K-IFRS 1039에 의하면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190  K-IFRS 1032 문단 28, 동 문단 15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

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
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문단은 복합금융상품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K-IFRS 1032 AG30). 

191  K-IFRS 1032 문단 31.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

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확정대확

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식전환옵션은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되고 확정대확정의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가 된다. 이만우∙신현걸∙최창규∙김현

식, “IFRS 고급회계”, 제9판 (2020), 679면. 

192  K-IFRS 1032 문단 26 ~ 문단 27. 예를 들면, 발행자가 보통주를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법과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옵션은 결제옵션

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서 금융부채이며, 전환사채 등과 결부되어 발행되더라도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대상에 해당한다. 김태식, 위 
책, 636면. 

반면, 발행자가 언제든지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은 분리가

능한 내재파상생품이 아니어서 부채요소에 감안하여 판단한다. 김태식, 위 책, 632면. 

193  내재파생상품이 부가된 금융상품을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부르고, 발행자의 관점에

서 복합금융상품은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정운오∙나인철∙이명곤∙
조성표 공저, “중급회계 IFRS”, 제8판 (2020), 428면. 이정란, “K-IFRS 1109 제정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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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분리하지 않고 밀

접하지 않으면 분리하 다(즉, ‘밀접관련성 기준’의 적용). 194  그러나, K-IFRS 

1109에 의거할 때, 복합계약이 K-IFRS 110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계약(즉, 

차변에서의 금융부채, 즉 채권 및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아닌 

지분증권 195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복합계

약전체를 동 기준서의 분류에 따라 ‘공정가치측정’과 ‘상각 후 원가측정’으로 

구분하게 되고, 196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계약인 경우에만 

밀접관련성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따른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를 하는 것은 주로 주계약이 IFRS 9의 적용대상

이 아닌 리스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의 경우이다.197  이러한 면을 보면 외형상으

 
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향”, 국제회계연구 34집 (2010), 279면도 같은 취지. 

194 K-IFRS 1039 문단 11 

195  K-IFRS 1109 2.1문단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4)항은 K-
IFRS 1032의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풋가능금융상품이나 상환조건부 금융상품

으로서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 (문단 16A∙B 및 문단 16C∙D 금융상품) 
중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K-IFRS 1109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196  K-IFRS 1109 문단 4.3.2. 따라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
택권이 부여된 금융상품이므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계약조건이 원금과 이
자에 대한 현금흐름에만 관련된 경우가 아니어서 상각 후 원가측정 대상 자산이 아니

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정란, 위 논문, 281면 각주 15.  

197  이만우∙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고급회계”, 제9판 (2020), 681면. K-IFRS 1109 문
단 4.3.3. 즉, IAS 39에서는 모든 계약을 평가하여 주계약과 분리되어 독립된 파생상품

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

다. 한편, K-IFRS 1109는 원칙적으로 전체로 측정하고, K-IFRS 1109가 적용되지 아니하

는 K-IFRS 1032의 지분상품에 대하여만(K-IFRS 1109 문단 2.1) 밀접관련성에 따른 분리

기준이 적용된다. K-IFRS 1109, BC4.8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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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IFRS 9에서는 밀접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내재파생상품 분리의 원칙은 

크게 후퇴하 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198 실무상으로는 IAS 39 당시의 밀접관련

성 적용에 있어서도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분리하지 않았고, 아니면 전환사채 같은 복합금융상품을 

하나로서 공정가치측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밀접관련성 기준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하튼 IFRS 9에서의 투자자 회계실무는 시가평가

를 원칙으로 하므로, 199  이로 인하여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전환권 가치를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고 통째로 공정가치측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발행

자는 밀접관련성 기준과 무관하게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구

별하여 회계처리한다.200   

밀접관련성이라 함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의 밀접성 여부이다. 

밀접관련성 적용에 대한 예시는 K-IFRS 1109 B4.3.5. 부터 B4.3.8에 기술되어 

있다. 요지를 말하자면, 내재된 파생상품의 손익이 주계약의 손익과 같은 방향

으로 움직이면 밀접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주계약의 손익과 무관하게 움직이

 
198  K-IFRS 1109에서는 4.3.1 부터 4.3.7.까지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계약이 K-IFRS 1109에 속하는 자산(예: 채무상품 및 종속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능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4.1.1 부터 4.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i) ‘상각후원가’, (ii)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의 3가지 측정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199  오히려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외적이며(K-IFRS 1109, 문단 4.1.2, 문단 4.1.2A),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당
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이다(K-IFRS 1109, 문단 4.1.4). 

200  발행자는 여전히 K-IFRS 1032에 의하여 전환권을 분리하여 자본요소로 반 한다. 
K-IFRS 1032, 문단 32. K-IFRS 1032, 문단 2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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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밀접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밀접관련성이 없는 대표적인 예는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대외적인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이고, 밀

접관련성이 있는 예는 주계약인 이자부 채무상품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나 이자율지수가 기초변수인 내재파생

상품이다.20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밀접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가 존재하 다. 독립된 파생상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

니하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당기손익 인식 대상인 공정가치평가대상으로 삼

은 경우(즉,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나 분리하여 측정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리하지 아니하 다.202  더 나아가, 내재파생상품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복합상품의 공정가

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산정할 수 있으

나, 이 방법 또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

로 지정하여야만 했다.203204 

 
201  분리가능한 옵션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위에서 언급한 (i) 내재풋옵션, (ii)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 (iii) 주계약인 채무상품이

나 보험계약에 내제된 지분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 (iv)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
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 (v)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

계약에 내제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으로서 행사가격이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보험

계약의 장부금액, 상실이자가치에 매우 근접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 모두 분리가능한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고 있다. K-IFRS 9 B4.3.5. 

202 동 기준서, 문단 4.3.5 및 4.3.6 

203 동 기준서, 문단 4.3.7. 

204  한편, FICE 프로젝트에서는 IAS 32의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방식은 그대로 유지

하되 자본관련 파생상품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먼저 자본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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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하이브리드증권은 회계상 복합금융상품(또는 복합상품)이고, 회계는 

복합금융상품의 파생적 요소의 분리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분리여부

의 기준은 ‘밀접관련성’인데 파생적 요소의 가치가 주계약의 가치와 같게 움

직이는지가 기준이 된다. 즉, 주계약과 무관한 주식가격이나 그 밖의 지수 등

의 요소에 의하여 가치가 변동된다면 분리하는 것이다. 또한, 분리의 내재적 

한계 중 중요한 요소는 분리시 독립된 파생상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밀접관련성 요건은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을 받

았다.205 이러한 밀접관련성기준에 따른 분리는 IAS 39에서도 널리 활용되지 않

았으며, IFRS 9에 들어서는 전환권과 같은 내재된 지분파생상품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써 공정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되었다. 206  이러한 밀접관

련성 기준을 조세상 적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자면, 하이브리드증권에서의 파

생상품의 구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역의 제도로는 이러한 회계의 

 
고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을 수취하는 파생거래를 ‘자산/자본 교환’ 파생상품으로 분
류하고, 다음으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부채를 소멸시키거나 다른 부채를 부담함으로

써 자본을 소멸시키는 파생거래를 ‘부채/자본 교환’ 파생거래로 분류하여 다른 취급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ASB, DP/2018/1, 문단 5.14. 차이의 요지는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상품을 먼저 분리하여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익을 
보아 유리하면 자산으로 불리하면 부채로 전체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IASB, DP/2018/1, 
문단 4.27, 문단 5.8.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은 위와 같은 자본관련 파생상품을 아예 자
본계정으로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으로만 보는 견해도 우호

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등 논의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회계기준원, 2018년 검
토보고서, 50면 이하 참조. 

205  K-IFRS 1109 BC4.84. 따라서 IASB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

약에 대하여 하나로서 단일한 분류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접근법이라고 결론

지웠다. 동 기준서, BC4.87. 

206  다만, 발행자는 여전히 K-IFRS 1032에 의하여 전환권을 분리하여 자본요소로 반
한다. K-IFRS 1032, 문단 32. K-IFRS 1032, 문단 2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
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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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관련성 기준이 유일하다. 그러나 ‘분리하여 측정 가능한지 여부’자체가 불

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호성은 조세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

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상으로는 분리하여 과세할 금융상품을 명확하게 법

규로 열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는 이하의 ‘하이브리드증권 구분법’

에서 보다 상세히 논한다.207    

 

제4절 두산인프라코어 사례: ‘법적 형식’ 대(對) ‘경제적 실질’ 

 

하이브리드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볼 것인지 부채로 볼 것인지가 우리나라에

서 실제로 논쟁이 되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012년에 발행한 하이브리드증권

의 건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발생한 하이브리드증권은 -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구

조 등 다른 조건들을 제외하고 이 논문의 쟁점인 자본과 부채의 구별과 관련

된 조건만 보자면 - 형식적 만기는 30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하여 구적이

나, 5년이 되는 시점에 발행자가 콜옵션을 가지는데 이러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이자가 500bp나 상승하는 금리상향조정조항이 존재하는 금융상품

이었다. 이러한 금리상향조정조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상환이 강제되는 5년을 

만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행자가 금리상향조정에 불구하고 콜옵션(상환권)

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기는 없는 것으로 볼지가 주된 쟁점이었

다.208  여기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결론은 금리상향조정조항과 같은 ‘경제적 강제

 
207 이 논문 제6장 제3절 1.항 참조. 

208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하이브리드증권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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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omic compulsion)’에 불구하고, 회계기준이 부채의 요소로 요구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무조건적인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상품(즉, 자

본)이라는 것이다.209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과 관련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주요 논리는 ① 

지분상품이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

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이거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

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이어야만210  지분상품이고, ② ‘계약상 의무’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는 원금, 이

자 또는 배당을 지급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와 주

 

구분 내용 
만기 30년 및 만기연장(revolving) 가능 (발행자 선택에 따라 매 30년마

다 만기연장선택) 
발행자 콜옵션 발행자가 발행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가능 
보유자 풋옵션 - 발행자가 발행 5년 경과시점에 중도상환하지 않는 경우 보유자

(투자자)가 ‘독립된’ 제3자인 SPC에게 발행증권의 매수청구 가능

(이하, 투자자 풋옵션) 
- 발행자는 SPC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교부청구권을 부여하

고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 
- 동 청구권 행사시 발행자는 선택에 따라 원금 및 누적이자를 지
급하거나 확정 수량의 주식을 교부(이에 따라 최초 발행증권은 소
멸) 

이자(금리) - 고정금리: 기준금리 + 발행시점 스프레드 
- 기준금리 변경: 발행 후 5년마다 시장금리 반 하여 조정  
- 금리상승조정: 발행 5년 후에 스프레드 500bp, 7년 후에 스프레드 
200bp 상향 조정 (2회) 

기타약정사항 이자 지급연기 가능 (누적이자는 복리적용) 
배당강제조항 및 배당지급금지조항 존재 

 

209 2013. 9. 30.자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 

210 이는 앞서 제2절 2.항에서 본 ‘확정대확정’ 원칙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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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발행 조건이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하며, ③ 미지급 이자가 누적되고, 이자 지급연기에 전제조건이 있고(즉, 

배당금지조항), 금리상향조정조항 등의 기타약정사항이 존재하여 발행자가 만

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조기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또한 첨언하여, ④ 변제의 상대적 순위는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청산조건부 상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적 지분상품이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는 변제의 상대적 순위

가 자본성 또는 부채성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11   

제일 중요한 핵심만 요약하면 금리상향조정조항이나 배당강제조항, 배당금지

조항 등은 모두 ‘경제적 강제’에 불과하고 ‘계약상 의무’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건들로는 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기준원의 입장은 회계기준의 해석에 따라 하이브리드증권의 거래

조건(주요조건 및 기타약정사항)의 상세를 살펴 보기 보다는, 상당히 협소한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상 지급의무’ – 한국회계기준원의 표현에 의하면 ‘지

급의무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와 ‘조건이 관련 법규에 의하

여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 의 존부를 기준으로 일도양단적으로 판

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실질보다 외형을 중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이 발행일 현재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금융

부채로 분류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의 정의에 

 
211  2013. 9. 30.자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 2면 
내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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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 요

소로서의 부채를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로 정의

하고, 그러한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

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212  이와 같이 개념체계에 의한 현재의무에는 확정된 

의무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추정 의무’도 포함되므로, 하이브

리드증권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의무가 발행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아니

하 더라도 미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

견도 있다.21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FRS의 구조상 개념체계보다 개별 금

융상품 기준서의 기준이 우선하게 되므로, 현재의 IFRS 회계상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경제적 강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인

다.214 

그러나, 현재 IASB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호되는 접근법’이 실제 실행된다면 

위 두산인프라코어의 하이브리드증권과 같은 금리상향조정조항이 있는 경우 

부채로 보게 된다. 이는 ‘경제적 강제’가 있어서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니라, 215 

 
212 개념체계 문단 4.15, 4.18. 
213  신현걸∙김기 ∙김정선, “발행자 및 투자자의 신종자본증권 분류에 관한 연구”, 세무

와 회계 저널 제15권 제3호 (2014), 246면. 
214 IASB, DP/2018/1에서도 경제적 강제는 계약상 의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

고 있다. 문단 8.4 부터 문단 8.8. 

215  IASB는 경제적 강제를 계약상 의무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제적 
유인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
려하게 되면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게 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인이 강
하여야 강제되는 것으로 볼지의 정도의 문제가 판단이 어려우며, 시장변화에 따라 경
제적 강제 여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측정의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권한의 행사 
여부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현재 상태로만 고려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래의 다른 상황

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특히, 옵션권한은 장래의 가능성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IASB, DP2018/1, 문단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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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2절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상 의무’의 해석을 ‘회사 가용 경제자

원에 독립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즉, 양적 기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

이다. 216  즉, 선호되는 접근법도 경제적 강제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라고 보나, 

발행자가 금리상향조정조항이 부가된 콜옵션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가

용자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액의 이전의무’(즉, 양적 기준)가 있다는 이유로 부

채로 본다. 217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와 같은 IASB의 접근에 대하여 하이

브리드증권에 금리상향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부채로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 고, 218  추후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지켜 

볼 문제이다. 만일 IASB의 의견과 같이 하이브리드증권 중 금리상향조정조건 

등에 대하여 부채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발행이 늘어

난 조건부 전환사채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지분 분류에 향이 예상된다.219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현재 IFRS 기업회계가 ‘경제적 실질’을 볼 것을 천명하

면서도, ‘계약상 의무’의 해석에 있어서 ‘경제적 강제’를 배제한 나머지 협소한 

‘법률적 강제’를 선택하게 되면서, 부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 것이다. 

자본과 부채의 양극단의 스펙트럼에서 좁은 범위의 법률적 강제와 넓은 범위

의 경제적 강제를 개념적으로 선택하고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문제

 
216 IASB, DP2018/1, 문단 8.10. 

217  참고로 확정 수량의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역전환사채(즉, 발행자가 전환권

을 가진 경우)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금전으로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유인이지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로 볼 수 없
다는 IAS 32의 견해를 유지하 다. DP/2018/1, 문단 8.20. 

218 한국회계기준원, 2018년 검토보고서, 36면 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의 주된 비판의 취지

는 ‘회사 가용 경제자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219  http://www.investchosun.com/2019/01/28/3234161 인베스트조선 2019. 1. 28.자 「신종자

본증권 부채된다? 은행, 보험 ‘괜찮아’, CJ, 대한항공 ‘안돼’」기사 (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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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제5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대한 함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있어서 기업회계는 ‘위기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금융상

품이 자본과 채무(부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일상적∙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적어도 현재의 체계는 ‘일도양단’의 접근을 한다. 현재의 IFRS는 일도양단의 

구별 기준을 ‘계약상 의무’에서 찾고 있다. 즉, 일단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계

상된 항목이 부채인가 자본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부채

이고, 부채가 아니면 자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위한 예외들을 나

열하게 된다. 한편, 독립적으로 자본의 개념(즉, ‘소유권’)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후순위의 보통주를 소유권으로 보는 이외에 광

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보통주만 자본으로 볼 경우에

는 자본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IFRS 기업회계는 기존의 법적 형식에 따른 구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

고, 금융상품의 구체적 성질과 조건을 따져서 경제적 실질을 회계에 반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고, 보다 상세하게 경제적 

실질을 반 하기 위한 2018년의 FICE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선호되는 접근법’

에서는 ‘경제적 의무’라는 기준을 기업의 사용가능한 전체적 경제적 자원과 

달리 계약상 의무가 정해지는가라는 ‘금액 기준(양적 기준)’과 청산시 이외의 

다른 시점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라는 ‘시기 기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는 반론도 있으며, 둘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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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둘 만으로 제

한되어야 할지 등 그러한 논의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220 

조세제도 설정에서 기업회계와 세법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자본과 부채의 구분이 손익 또는 소득에 향을 미친다는 점이 같다. 기

업회계에서는 어떠한 금융상품이 부채로 구별될 경우 그로 인한 지급은 당기

손익에 향을 미치나 그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구별될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세상으로도 부채로 구별될 경우 그에 대한 이자지

급은 소득금액에 향을 미치나 자본으로 구별될 경우 그에 대한 배당지급은 

소득금액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도 같다. 그리하여, 조세제도와 기업

회계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서 비슷한 고민을 진행하게 된다. 법인세법 제43

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조세법상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

기준과 관행을 따른다’는 조문도 조세제도와 기업회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

게 한다. 그리하여 회계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의 논의를 조세상 받아들이고자 

하는 논의의 설득력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조세와 기업회계 사이에는 제도목적상 차이가 존재하고, 현재 회계상 

논의를 조세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면이 많다.  

첫째로, 회계는 다양한 정보제공방식이 있으나 조세는 일도양단적 판단을 필

요로 한다. 회계는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220  한 예로, 한국회계기준원은 선호되는 접근법과는 다른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제안

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시기 요소’의 고려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의 이전 의무’
의 발생 시점뿐 아니라, ‘결제의무’의 발생시점까지 고려하여 자본과 부채의 구분을 하
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검토보고서,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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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1  그러나 정보이

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222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며, 유용한 정보라 함은 목적적합적이고 목적에 충실한 표현을 하는 

재무정보로 삼고 있다. 223  이러한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하다. 계정의 표시를 

통하여 구별할 수도 있으나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한 공시만 하는 것도 가능하

다. 반면, 조세는 납세자의 소득이 되는지 여부라는 결론에 초점이 있고, 과세

되는지 아닌지라는 일도양단적인 결론 이외에 공시 등을 통한 다른 보완적인 

방법이 없다.  

둘째로, 회계는 중요성 등의 관점에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나 조세는 과세 

여부라는 일도양단의 판단 부담이 심하다.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가와 정보제공자의 효익을 고려하는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으로서의 ‘중요성’도 고려되며, 224  이는 실질적으로 공시의무의 범위를 적

절히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스펙트럼에서 약간 과도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를 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

세는 과세 여부라는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하며, (적어도 일도양단의 체제에서

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금 더 과세하거나 조금 덜 

 
221 K-IFRS, 개념체계, 문단 1.2. 

222 K-IFRS, 개념체계, 문단 1.6. 

223 K-IFRS, 개념체계, 문단 2.4. 

224 K-IFRS, 개념체계, BC 2.19. 한편, 현행 IFRS 개념체계의 토론서(2006년)과 공개초안

(2008년)에서는 중요성이 모든 질적특성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포괄적 제약요인인 것으

로 제안하 으나, 현재의 IASB는 중요성을 보고기업 능력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보지

는 않으며 개별기업 수준에서 적용하는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으로 결론짓고 있기는 
하다.  



93 

 

과세하는 식의 재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225  또한, 회계는 구별하여 

표시하고 당기손익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포괄손익으로 처리함으로써 자

본과 부채의 구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조세제도는 (현재

로서는) 이러한 중간 역이 없다. 또한, 회계기준은 구별하여 측정이 불가능

한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226으로 지정함으로써,227  자본과 부채에 

구별의 실무적 곤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조세법상으로는 어떻게든 

자본과 부채를 구별하고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을 이자든 배당이든 결정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셋째로, 현재 IFRS 회계에서 발달시키고 있는 자본과 부채의 구분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IFRS 회계는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을 보다 섬세하게 발달시키고는 있다. 이는 ‘풋가능 금융상품 중 발행

자의 손익과 자산에 연계된 상품(문단 16A∙16B 지분상품)’과 ‘청산조건부 상환 

금융상품(문단 16C∙16D 지분상품)’이다. 이는 회계상 풋가능 금융상품은 원칙

적으로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두 유형은 

그 실질이 최후순위 보통주와 같으므로 자본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

로 채무이나 지분증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금융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상세화 

 
225  사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은 이와 같이 경제적 실질을 보아 조금 더 과세하거

나 조금 덜 과세하는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226  K-IFRS 1109 문단 4.1.1.에 의하면 회계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초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금융상품은 그 측정방법에 있어서 ‘상각

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의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K-IFRS 1109 문단 5.7.1). 

227  K-IFRS 1109 문단 4.3.6.과 B4.3.9.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

시점이나 그 후의 재무보고일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

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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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하이브리드증권만 조세상 

자본으로 인정하는 선으로 사용하기에는 최후순위의 한가지 자본만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자본성 인정에 협소한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회계의 자본과 부채에 대한 접근방식을 조

세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하 제6장에서 논의하는 단일한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 및 부채

성을 비율적으로 배분하여 인정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서 회계상 자

본과 부채의 구분선을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정하는 배점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에서 평가되지 아니하는 잔여계정이 필요하고, 이는 

최후순위 자본 계정인 이상 회계상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자본과 부채의 비중

은 실제의 경제적인 자본과 부채의 가치 비중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제

적 실질을 보아 비율적으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설정하고자 하는 이상 

회계상의 분류 자체를 일부 자본과 일부 부채로 배분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이

용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에서 보듯이 회계기준은 일

도양단적이므로 비율적 배분을 하고자 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회계상의 구분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선호되는 

접근법과 같이 둘 이상의 자본과 부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의 자본성과 부채성을 조세

상 달리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한

다. 예를 들면, 청산시점 이전의 시점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즉, 확정만기

가 있는 경우. 시기 기준은 충족함), 지급금액은 기업의 총 가치대비 일정 비

율이라고 정한다면(즉, 확정금액이 없이 기업의 가용자원으로부터 독립된 지

급의무는 아닌 경우. 즉 양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함), 이를 50% 자본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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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는 지나친 의제이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신용

평가의 방법처럼 확정만기가 얼마나 장기인지를 살펴서 자본성의 정도를 인정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다만, 회계기준에서 논의되는 ‘복합(금융)상품’의 일부 분리 여부에 대한 논의

(즉 밀접관련성 기준)를 조세상으로도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이브리드증권에서의 파생상품의 구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역의 

제도로는 이러한 회계의 밀접관련성 기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접

관련성의 기준 중 ‘분리하여 측정 가능한지 여부’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

다. 이러한 모호성은 조세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상으로는 밀접관련성 기준과 같은 취지로 미리 입법 단계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금융상품을 열거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대표적으로는 시

장에서 유통되는 상장된 옵션 등 파생상품이나, 228  상장된 자산을 기초지수로 

하여 제법 정밀하게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파생상품229  정도밖에 적용 대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230 이러한 밀접관련성 기준은 IFRS 9에서는 거의 포기되기

도 하 다. 

 

  

 
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OSPI 200 선물옵션에 대한 양도

소득 과세. 

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줄여서 ‘ELS’라고 한다). 

230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 제6장 제1절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하

여 소득세법상의 개별적인 과세근거규정을 둔 경우만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과세단

위로(즉, 통합법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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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이브리드증권의 신용평가 

 

제1절 총설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증권을 발행하는 이유 중에는 하이브리드증권이 신용평가

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됨으로써 기업평가등급에서 얻게 

되는 이득도 있다.231  신용평가는 어떠한 기업이나 금융상품의 지급불능위험(즉,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제도인데,232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신용평가는 금융상품

의 신용등급은 아니고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의 문제이다. 신용평가자는 하이브

리드증권을 검토함에 있어서 지급능력 여부에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

 
231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 KR신용평가 일반론, IV-10. 하이브리드 증권 신용평가” 
{최주욱∙송태준 작성. 2019. 10. 18.자, 이하 “한기평,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로 
줄어서 인용한다}. 3면에서도 신용등급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이브리드증

권을 발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한, Cesare Fracassi와 Gregory Weitzner
는 2013년에 Moody’s가 투기등급 기업에 대하여 우선주의 자본 인정 비율을 50%에서 
100%로 인상(즉, 전부 자본으로 인정)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신용등급에 향이 없
는 범위에서 부채비중을 높 다는 연구를 한 바 있다. Fracassi and Weitzner, “What’s in a 
Debt? Rating Agency Methodologies and Firms’ Financing and Investment Decisions”, 2020. 
SSRN-id2891425.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91425 (검색일 2020. 7. 
2.) 이와 같은 신용등급 기준 변경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2개월 내에 30%의 (증가된) 
부채한도를 채웠고, 2년 이후에는 이전의 기준에 따른 부채비율과 같은 부채비율을 보
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 논문, 18면.  

232  한국신용평가, “KIS 신용평가 일반론 – KIS의 평가방법론 체계 (2020)”, 4면에서는 
신용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이 특정 금융채무를 발행한 발행자가 만기까

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등급화하는 것”이라

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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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순하게 회계기준이나 법률상 분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계약조건을 종

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살펴 보게 된다.233  신용평가에서 부채의 자본에 대한 비

율(즉, 부채비율)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이는 척도가 되므로, 부채비

율이 높다면 기업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234  따라서, 하이브리드

증권의 자본성이 높을수록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해석되어 발행자

의 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이다.235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사는 주지하다시피 Moody’s, Standard & Poor’s(이하 줄여

서 “S&P”) 및 Fitch사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한국기업

평가(이하 “한기평”) 및 NICE기업평가(이하 “NICE평가”)의 3사가 주요 신용평

가사인데, 그 중 한신평은 Moody’s 계열이어서 공표하는 신용평가기준이 

Moody’s의 기준과 유사하다. Moody’s는 1999년에 하이브리드증권의 평가방법을 

고시하 고, 236  현재는 2018년에 고시한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며,237  S&P는 2008년에 하이브리드증권 평가방법론(‘handbook’)을 공표하

고, 현재는 2019년 1월에 공표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38 

 
233 W. R. Strawser, “Preferred Stock and the Debt-Equity Hybrid Puzzle: An Analysis of Credit 
Ratings” (2011), 4면.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신용평가사는 발행자의 채무불이행확률

(default probability)와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의 손실율(loss severity rate)을 검토한다. 한기

평,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6면. 

234 Strawser, 위 논문, 18면. 

235  한기평,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6면. 반면, 자본성이 강할수록 하이브리드

증권 자체의 신용등급 결정에는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236  Moody’s Investors Service, “Rating Methodology – Moody’s Tool Kit: A Framework for 
Assessing Hybrid Securities” (1999). 

237 Moody’s Investor Service, “Cross-Sector Rating Methodology: Hybrid Equity Credit” (2018. 1.). 

238 Standard & Poor’s, “Hybrid Capital Handbook: September 2008 Edition” (2008. 9.); Standard 
& Poor’s, “Hybrid Capital: Methodology and Assumptions”,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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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들이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기준을 발표한 이후, 하이

브리드증권의 발행자들은 신용평가관점에서 최대한 자본성이 인정되면서 조세

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239  이하

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살펴 보고, 이로 인한 조세상 자본과 부채 구별의 참고점을 찾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신용평가사들은 회계상 또는 법률상 분류를 그대로 따르지 

는 않고 있고, 일도양단적으로 자본과 부채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자본성과 부

채성의 정도(程度)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정도를 배분함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요소(‘후순위성’, ‘만기’ 및 ‘이자지급임의성’)에 적정한 배점을 두어 자

본성과 부채성을 비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용평가기관들이 하

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 및 부채성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주로 고려하는 세 가

지 주요 기준의 내용을 살펴 보고,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의 적용결과를 종

합하여 자본성과 부채성을 비율적으로 구분하는 논리구조를 살펴본다.240  

 
239 Humphreys, “Tax Deductible Equity and Other Hybrids in the US – A Brief History and Current 
Developments”, IFR Intelligence Report (2007). 6면도 같은 취지. 

240 이하에서 ① 한신평의 논의는 “한국신용평가 Rating Methodology (안지은), Hybrid 평
가방법론, 2012. 12” {이하 “한국신용평가 (2012)”라고 줄여서 인용한다}및 “한국신용평

가 Rating Methodology (양진수, 송병운), 하이브리드증권 평가방법론 (2018), 2018. 6”{이
하  “한국신용평가 (2018)”이라고 줄여서 인용한다}를 주로 참고하 고, ② 한기평의 
논의는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및 한국기업평가, “KR 신용평

가 일반론, III-11.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조원무∙정원현 작성. 2016. 3. 7. 공표)”{이하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6)”으로 줄여서 인용한다}를 주로 참고

하 으며, ③ NICE평가의 논의는 “NICE 신용평가 (김기필, 이혁준), 신종자본증권 신
용평가, 2016. 8.”(이하 “NICE신용평가,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라고 줄여서 인용한다)
를 주로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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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들은 공통적으로 후순위성을 고려한다. 후순위성은 지급 순위에 

있어서 선순위채권이나 일반채권에 비하여 후순위라는 - 즉 선순위 채권에 대

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후순위 권리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 의미

이다. 후순위성은 도산 또는 청산시점의 지급순위와 평상시의 지급순위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후순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후순위성을 상대적으

로 덜 중시하는 신용평가사로는 한신평이 있다. 한신평은 종래 청산시의 변제

순위의 후순위성을 자본성의 요소로서 중시하고 있었으나, 실제 금융위기 발

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의 손실흡수기능에는 평상시의 이자미지급

과 원금감액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기업의 신용도 악화시 청산보다는 

회생이나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 널리 사용되기도 하므로, 청산시점의 후순위

성의 중요성은 퇴색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한신평은 다른 요소들인 이자미

지급 허용여부와 미지급 이자 누적 여부를 청산시 변제순위보다 중요하게 고

려하고 있다.241  반면, 한기평은 채무불이행시 개별 채권의 회수율에 향을 미

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변제순위’라는 점에서 후순위성을 여전히 자본성

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보고 먼저 고려하는 입장이다.242  NICE평가도 부도 

시 회수율을 신용평가의 근간으로 삼는 관점에서, 부도 시 회수율 또는 손실

 
241 “한국신용평가 (2012)”, 11면. 

242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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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향을 미치는 후순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다.243  

3대 요소가 다 그렇지만, 후순위성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정도가 중요하다. 

후순위성도 선순위 채권과 보통주 사이의 연속선 또는 스펙트럼이다. 예를 들

어 하이브리드증권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이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하여 무조

건적 후순위일 수도 있으나, 일부 채권에 대하여만 후순위일 수도 있고 특정

한 경우에만 후순위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순위성의 종류 및 정도는 하

이브리드증권의 조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산절차에서는 후순

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후순위성의 효력이 달라짐은 – 즉, 정지조건

부 변제 약정인 경우에 효력이 완전함 - 앞서 보았다.244   

하이브리드증권에는 주된 세 가지 요소 이외의 다른 세부적인 약정사항들(즉, 

기타약정사항)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각 신용평가사들의 기타약정사항에 대한 

처리는 구별짓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주된 세 가지 요소의 어느 하나에 포함

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기평은 채권(債券)형 하이브리드증권에서 채무자의 의

무불이행이 발행자의 부도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채권에 교차채무불이행(cross 

 
243  NICE 신용평가,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8면. NICE평가는 채무자의 ICR(이자보상

비율, Interest Coverage Ratio)를 근간으로 회수율을 계산하는 것이 신용평가의 근간이라

고 본다. 같은 글, 같은 면.  

여기서 이자보상비율이라 함은 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자보상비

율이 1 미만이면 부실기업의 징후라고 본다. 이자보상비율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된

다. McKINSEY and Company, “Measuring and Managing the Value of Companies”, 제6판 (2017), 
김종일 역, 710면. 

이자보상비율 = EBITA/이자비용 또는 EBITDA/이자비용 
 

244  이 논문 제2장 제4절 2.항 나.의 도산절차상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과 ‘일반 후순

위 약정’의 후순위성 효력 차이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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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을 초래하는 경우는 후순위성이 약화되고, 계약상 제한조항(negative 

covenants) 245도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6  NICE는 후순위성 

판단에는 기타약정사항을 고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247  

 

제3절 만기 

 

하이브리드증권의 만기(滿期)도 신용평가사들이 공통적으로 살피는 요소이다. 

신용평가사들의 만기는 실질적 만기를 의미하고, 실질적 만기는 여러 약정조

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예를 들면, 금리상향조정조항과 발행자

의 콜옵션이 결부된 경우,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 상승 조건이 존재한다면 발

행자가 상승된 금리 적용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증권을 상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실질적 만기는 발행자의 콜옵션 행사가능시

점이 된다.  

먼저, 한신평은 실질적 만기가 30년 이상인 경우만 자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100bp를 초과하는 수준의 금리상승조건은 실질만기를 짧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고 판단하되, 각 기업의 조달금리 대비 상승의 수준 역시 중요하므로 개별기

업의 신용도,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만기 단축 여부를 판단한다.248  반면, 하

 
245  이는 계약상 채무자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설정하면서, 이러한 금지사

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246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9면. 

247 NICE 신용평가,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8면.  

248 “한국신용평가 (2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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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리드증권 상환을 위해 대체발행되는 증권이 동일한 종류이거나 자본적 성

격이 더 강하여야 한다는 조항(즉. 대체상환조항)이 발행자 콜옵션과 별구된 

경우에는, 발행자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약화하고 만기연장가능성을 높여 

만기를 장기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249 

한기평도 실질적 만기에 주목한다. 한기평은 만기의 구성이 인정되기 위하

여는 만기가 아예 없거나 발행자 콜옵션만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기평

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이 일부라도 자본성이 인정되기 위한 만기기준을 최소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잔여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콜옵션과 금리상승조정조

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측면에서 만기의 구성 인정여부를 판

단한다. 250  금리상승폭이 큰지 작은지 여부는 시장금리 수준도 고려하여 판단

한다.251  한기평은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기상환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리상승조정수준을 일정한 산식으로 정하고 금리상승조정수준이 기

준 이하인 경우에만 만기의 실질적 구성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상향이 조기상환유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치를 

기준으로 정하기 보다는 스프레드(즉,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249 같은 글, 같은 면. 

250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6)”, 14면. “한국기업평가 (2019)”의 서
술도 “한국기업평가(2016)”와 큰 틀에서는 같으나, 만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많이 삭제되고 간략해졌다. 이러한 태도는 평가자가 경제적 실질을 반 함에 있어서 
유연성은 확보하기 쉬울 것이나, 피평가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51 한국기업평가, 위 글, 15면. 만기 5년 이상이면 일부라도 자본성을 인정하므로, 한기

평의 자본성 인정 범위가 한신평(최소 30년 이상인 경우에만 만기 부분에 대한 자본

성 비율을 인정함)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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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252 

NICE평가는 이상적인 자본의 만기는 원금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원금상환

위험으로 인한 부도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이나, 이러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채는 국가나 신용도가 매우 우수한 극히 일부의 기업만 발행이 가능하므

로, 채권 발행 당시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기업이 임의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을 초래하는 기타약정사항(발행기업 콜옵션이나 투자자 

풋옵션 등)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 구성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기타약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일부의 

자본성을 인정한다. 253  투자자의 풋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로 실행할 수 있는 발행자 

콜옵션이 있는 경우 만기 구성을 50%만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본인정

비율에 반 한다. 금리상향조정조건과 콜옵션이 결부된 경우에는 발행자의 선

택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발행자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평판에 상당히 

부정적 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율 상승 정도와 무관하게 만기 구

 
252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6)”, 15면에서 들고 있는 금리상승조정

수준 계산을 위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만기의 구성

이 인정된다.  

 상승조정 금리가 Min{300bps, Max(①,②,③)}이하일 것 

①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 과거 5년 평균치 X 2 

② 3단계 낮은 등급과의 스프레드 과거 5년 평균치 

③ 등급별 기준수익률의 50% 

※ 스프레드는 등급별 기준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스프레드임 

 

253  NICE 신용평가,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9면.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BASEL II의 신종자본증권 인정 기준과 같다. 이 논문 제2장 제3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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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항목을 50%만 충족한 것으로 본다.254 

 

제4절 지급임의성 

 

신용평가사들의 전반적인 최근 경향은 지급임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이다. 금융

위기의 경험은 하이브리드증권의 지급이 임의적인 경우에 발행기업에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보 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산시가 아닌 계속기

업(going concern) 상태에서의 지급임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하

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지급의 대상은 원본과 이자인 것이나, 원본의 지급임

의성 여부는 만기의 존부와 실질이 같으므로 만기조건으로 다루어지고, 여기

서의 지급임의성은 주로 이자255의 지급거절권한 또는 연기권한이라는 지급임

의성을 의미한다. 지급임의성의 종류로는, 발행기업의 재무 측면이 악화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강제적 연기권한’ 또는 ‘조건부 연

기권한’과, 발행자가 전적으로 지급정지에 대한 선택권을 보유하는 ‘임의적 연

기권한’이 있다. 

한신평은 지금임의성을 자본성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자

미지급이 선택적인지 의무적인지 여부, 구체적인 이자미지급의 사유가 되는 

조건의 강도, 미지급 이자의 누적 여부 등도 고려한다.256  한신평은 지급임의성 

여부의 판단과정에서 기타약정사항들도 고려하는데, 이자미지급의 경우 배당

 
254 같은 글, 같은 면. 

255  신용평가사들의 하이브리드증권은 주로 사채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따라서 ‘이자’
의 지급임의성이 논의된다. 

256 “한국신용평가 (2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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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지되는지 여부(즉, 배당금지조항 여부)도 지급임의성 관련 사유로 고려하

고 있다. 특히, ‘미지급 이자의 누적여부’가 손실흡수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미지급 이자가 누적되는 경우 부채성이 강

하고 누적되지 않는 경우 자본성이 강하다고 본다.  

한기평도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자본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자유예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조건의 성격과 유예된 이자의 누적성 여부를 종합하여 ‘제한적 

임의성’과 ‘완전 임의성’으로 이분화하여 자본성 여부를 차별화한다. 유예사유

가 제한된 경우(제한적 임의성)보다 제한되지 않고 발행자의 재량인 경우(완전 

임의성)가 더 높은 자본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257 

NICE는 발행자가 무조건적이고 임의적인 이자지급 이연 권리를 보유하고 있

고, 이연된 이자가 누적되지 않으며, 하이브리드증권의 미지급 이자가 발행사

의 부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총 배정기준 중 20%가 배정되는 이자지급 

임의성 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NICE도 조건부 또는 제한적 

임의성인지 완전 임의성인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조건부 또

는 제한적 연기 권한을 둔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는 이자지급 임의성 항목 

중 50%만 인정한다. NICE도 이자 지급이 누적적인지 여부를 고려하는데, 누적

적 이자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자지급 임의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지급임의성 항목의 자본인정비율을 0%로 정한다(즉, 자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한편 NICE는 배당강제조항 또는 배당금지조항에 대하여

는 신용등급평가나 자본성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258 

 
257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10면;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

권 신용평가 (2016)”, 12면.  

258 NICE 신용평가, 위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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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신용평가사별 자본성 및 부채성 배분구조 

 

1. 총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증권은 주식형이 아닌 채권형으로 발

행되고 있고,259  이는 조세상 손금산입의 혜택을 위한 것이다. 발행사는 채권형 

하이브리드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자본성이 인정되어 기업의 지급능력

을 측정하는 기업신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앞서 본 와 같이 신용평가사의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 인정여부에서 주된 

고려사항은 ‘만기’, ‘지급임의성’ 및 ‘후순위성’의 세 가지 요소이다. 그런데, 하

이브리드증권의 실제 발행 조건에는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요소의 핵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기타약정사항들이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기타약정사항

들을 세 가지 주요 요소들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배치방법은 신용평가사

마다 제각각이다.  

 

2. 자본성 배분의 논리흐름 

 

신용평가사들은 위와 같이 고려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을 자본

 
259  김한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연구: 신용평가관점에서”, 상업교육연구 (2015),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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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채로 비율적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다음 문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

들을 어떠한 논리흐름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론에 이르는지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각각에서 일도양단적으로 가부(可否)를 판단하

더라도 도합 여덟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 각각에 

대한 판단도 일도양단적이지 않고 선순위 채권과 보통주 사이의 연속선 또는 

스펙트럼에서 한 지점을 찾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

라 정도의 차이이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판단 기준을 비교하여 살펴 보면 두 가

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2016년 당시의 한기평과 같이 260  하이브

리드채권과 관련하여 고려요소의 순서를 정하고(당시 한기평은 ① 후순위성, 

② 만기, ③ 지급임의성, ④ 유예 이자의 누적 여부를 순서로 정했다) 순차적

으로 요소별 판단을 하는 방법{이를 ‘경로법(經路法, Flow Chart 방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한신평과 NICE평가는 요소들을 나열

하고 각 요소별 우선 순위 없이 종합적 고려로 미리 정하여 놓은 배점표 사이

에서 가장 가까운 표착점(Anchoring Point. 漂着點) 261을 찾는 방식을 취하거나

(한신평), 세 가지 요소별로 배점을 하여 놓고 요소별 배점을 정하는 방식

 
260  다만,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에서는 “한국기업평가, 하이

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6)” 10면의 흐름도(Flow chart)를 삭제하 다. 전반적으로 한기

평의 2019년 신용평가방법론은 2016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분량이 줄면서 상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261  신용평가사는 ‘Anchoring Point’라는 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
정된 위치’라는 의미 정도이다. 적절한 표현을 찾기는 어려은데, 이 논문에서는 ‘표착

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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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이를 ‘배점법’(配點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을 취하고 있다.262  

요소별로 순서를 두는 경우에는 각 요소별 우선순위의 논리가 있어야 하나, 

세 가지 주요 요소 사이에 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순위를 두는 방법도 순위

에 대한 충분한 논증을 하고 있지는 않다. 순위를 둔다면 평가자의 자의가 덜 

개입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순위의 구성에 있어서 논리필연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실제 하이브리드증권 판단 결과가 경제적 실질과 차이가 커질 위험

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순서 없는 종합적 표착 내지 요소별 배점이 이루어지

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3. 각 신용평가사 판단기준의 요약 

 

가. 한신평 

 

한신평은 하이브리드증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1) 만기, 2) 이자지급, 3) 원금

손실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특성별 조합을 A부터 E까지의 표착점에 대

 
262  한편,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회계기준 길잡이 1. 금융상품 분류: 신종자본증

권” 7면 및 31면에 의하면 회계기준상 발행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 또는 부채 분류의 문제를 흐름표(flow chart)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복
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서 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먼저 판단하므로 논리적인 순서

가 있어 흐름표(Flow Chart) 방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회계상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에 대하여 흐름표를 사용하는 입장은 정운오∙나인철∙이명곤∙조성표, “중급회계 
IFRS” (2020), 438면도 같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이 일도양단적이므

로 순서와 상관 없이 흐름표를 정하여도 결론이 같아질 수 있으나, 비율적 배분을 하
는 과정에서는 흐름표의 순서가 결론을 달리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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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원금손실’이란 ‘후순위성’과 유사한 개념

이다. 각 특성별 대응점을 살펴분 뒤 최종 표착이 이루어지고, 요인별로는 이

자지급 관련 요인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주어지고 미지급이자 누적 여부는 가

장 중요하게 취급된다.263  이러한 표착점을 정하는 방식은 Moody’s의 방법론과 

유사하다.264 

자본으로 배분되는 정도는 A 부터 E까지로 나뉘어지는 각 표착점별로 25%씩 

차등 적용되는데, 표착점 A의 경우 0%, B는 25%, C는 50%, D는 75%, E는 100%

가 자본이 된다. 개별 하이브리드증권을 어느 표착점에 대응시키되 최종적인 

자본과 부채 배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치를 전후로 

자본성을 가감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각각의 표착점 대비 10% 내외의 가감

을 허용하고 있다. 

  

  

 
263 “한국신용평가 (2012)”, 12면; “한국신용평가 (2018)”, 9면. 

264 Moody’s “Cross-Sector Rating Methodology: Hybrid Equity Credit” (2018), 5면,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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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신평의 종합 평가 가이드라인] 

 
 

다만 위와 같은 각 특성별(위 표는 각 특성을 표시하는 7개의 행으로 구성되

어 있다) 표착이 모두 같은 점에 수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 특성별로 

매칭한 후 큰 그림에서 전체 무게중심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 최종 대응시킨다. 

이와 같이 방식은 요소별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하이

브리드증권의 특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인 가늠을 하

는 방식이다. 따라서, 특성별로 표착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최종 결론

을 내릴지에 대하여는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BIS비율 등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판단 내지 지원

가능성이 향을 미친다.265 

 
265  “한국신용평가 (2018)” 10면은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지원 관련 가능성이 신용등급 
결정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국신용평가 (2012)”, 13면은 가급적 금융당국의 판단

을 존중한다고 하 었다. 한편, 다른 신용평가사(한기평)는 BASEL의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후순위 하이브리드증권의 경우 정부 지원에 앞서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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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기평 

 

한기평은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네 가지 자본요소(후순위성, 만기의 구

성, 이자지급의 임의성, 유예이자 지급의 비누적성)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증

권을 분류하고, 유형별 자본성 정도에 따라 0%부터 100% 사이에서 자본인정

비율을 차등하고 있다.266  네 가지 요소라고 하나 ‘이자지급의 임의성’과 ‘유예

이자 지급의 비누적성’은 모두 이자 지급 임의성 관련 사항이므로 궁극적으로

는 3개의 요소(후순위성, 만기 및 지급임의성)를 다루는 다른 신평사들과 실질

적 차이가 없다. 

현재(2019년 공표 기준)의 한기평의 평가방법론은 이전에 비하여 단순화되어 

있다. 267  그러나, 2016년 공표된 평가방법론에 의하면 특색있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었다. 이는 자본요소 상호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의 충족 여부부

터 살펴 보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한기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순위성 

여부를 중시하는데, 후순위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흐름도(Flow Chart)를 사

용하 었다(아래 표 참조).  

한기평은 2016년 당시에는 하이브리드채권의 자본성 인정을 위한 흐름도에서 

 
졌으므로, 오히려 정부지원을 배제한 신용등급을 고려한다고 한다. 한국기업평가, 위 
글, 8면. 

266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9면. 2019년 개정 이전에는 자본인

정비율을 10단계(0%, 10%, 15%, 20%, 30%, 40%, 50%, 60%, 80%, 100%)로 나누었었다. 한
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6)”, 11면. 

267 한국기업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9면 내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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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요소의 순서를 ① 후순위성, ② 만기, ③ 이자 지급의 임의성, ④ 유

예 이자의 누적 여부 순으로 정하 었다. 한기평은 추가적으로 자본의 ‘질적 

기준’에 따른 통제로,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하여 확충한 자본의 경우 보통주 

자본보다 열위에 있기 때문에, 자본의 질적 저하를 위한 통제장치로서 하이브

리드증권을 통한 자본의 인정 한도를 20%까지로 제한하 었다.268  이는 하이브

리드증권을 통한 자본 확충 한도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한 자본 확

충이 있다면 직접 자본의 양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정성적으로만 고려될 뿐

이라는 의미이다.  

 [표. 한기평의 하이브리드 채권 자본 인정기준 Flow Chart 1]269 

 

※ 예외사유(Exception)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내지 50%의 자본성이 인정

 
268  한기평,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6)”, 12면. 이는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한 자본

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한다. 
269  하이브리드증권의 후순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도식이다. 한기평,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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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표. 한기평의 하이브리드 채권 자본 인정기준 Flow Chart 2]270 

 

※ 예외사유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내지 20%의 자본성이 인정된다. 

 

다. NICE 평가 

 

NICE평가도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후순위성, 만기 구성 및 이자지급 

강제성이라고 부른다. 은행 등의 규제자본의 경우 해당 규제체제에 따라 자본

 
270 하이브리드증권의 후순위성이 부인되는 경우의 도식이다. 위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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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271 

NICE평가의 경우 은행 이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신종자본증권의 총 자본인정

비율 한도를 발행기업의 최근 결산시점 자기자본의 15% 272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당국이 반 하는 수준을 한도 없이 동일하게 인정

하고 있다. 한편, NICE평가에서는 종래 은행 이외의 금융기업에 대하여 금융당

국이 인정하는 규제자본을 기준으로 자본인정비율을 결정한 적도 있으나 현재

는 비금융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본성을 평가하고 있다.273 

NICE평가는 자본과 부채를 구별하는 특징인 후순위성, 만기 구성, 이자지급

임의성 3개 항목별 가중치를 미리 정하여진 표에 따라 부여하고, 각 항목별 

충족 정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한 뒤, 기타약정사항과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자본인정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항목별 중요성

은 (1) 후순위성, (2) 만기 구성, (3) 이자지급임의성(또는 강제성)의 순으로 가

중치를 두고 있으며, 자본인정비율 산식상으로는 후순위성과 만기 구성 비중

이 각각 40%로 동일하나, 후순위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만기 구성과 이자

지급임의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최종 자본인정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여 

자본인정비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후순위성을 충족하는 전제 하

에 다른 2가지 자본성 항목 중 1가지 조건만을 명시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하

 
271 NICE 신용평가,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4면 

272  15%는 BASEL II에서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율적 한도이

다. 정신동, “BASEL III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 (2011), 59면. 

273  이는 은행 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금리상승조정조항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규제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등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자본인정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NICE 신용평가, “신종자본증권 신
용평가”, 8면. 



115 

 

여는 최종 자본인정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NICE평가의 세부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대입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은데, 실제로는 발행기업 및 개별 하이브리드증권의 제반 사항들을 추가적

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특이사항으로 인한 추가적 고려의 여지를 남기고 있

다.274   

[표. NICE의 하이브리드증권 자본성 인정비율 예시표]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 
요소별 자본성 인정비율 

자본비율 
후순위성 만기영구성 이자임의성 

선순위, 만기 30년 이상, 콜옵션, 금리상

승조정조항 없음, 임의적&누적적 이연  

0% 20% 0% 20% 

후순위, 만기 30년 이상, 풋옵션, 조건부

&비누적적 이연 

40% 0% 10% 50% 

후순위, 만기 30년 이상, 콜옵션, 금리상

승조정조항 있음, 임의적&누적적 이연 

40% 20% 0% 60% 

후순위, 만기 30년 이상, 콜옵션, 금리상

승조정조항 있음, 조건부&비누적적 이연 

40% 20% 10% 70% 

후순위, 만기 30년 이상, 콜옵션, 금리상

승조정조항 있음, 임의적&비누적적 이연 

40% 20% 20% 80% 

후순위, 만기 30년 이상, 콜옵션 없음,  

임의적&누적적 이연 

40% 40% 0% 80% 

후순위, 만기 30년 이상, 콜옵션 없음,  

조건부&비누적적 이연 

40% 40% 10% 90% 

 
274 NICE 신용평가, 위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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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만기 30년 이상, 콜옵션 없음,  

임의적&비누적적 이연 

40% 40% 20% 100% 

 

제6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대한 함의 

 

이상과 같이 신용평가사들의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 또는 부채로의 비율적 배

분에 대한 고민과 실무를 살펴보았다.  

신용평가는 BASEL과 유사하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금융상품의 투자자들

에게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 달리 말하면 발행기업의 지급

능력이 어떠한지 - 에 주된 관심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용평가

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어떠한 기업의 자본의 속성을 가진 요소가 높아지면 

기업신용등급은 올라가고 낮으면 신용등급도 낮아진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의 대상인 발행기업의 상환의무 불이행가능성 및 그

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의 경제적 실

질을 살펴 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러한 회계나 법률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발행기업의 실질적인 지급불위행위험을 살펴 보기 위하여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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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5  그러한 검토의 결과 Moody’s276나 Standard & Poors277와 같은 국제신용평

가사 및 국내의 한신평, 한기평 및 NICE평가와 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거의 

동일하게 하이브리드증권의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을 주요 기준으

로 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한편,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결정

함에 있어서 의결권이라든지 기업 자체의 후순위 잔여이익과 금융상품의 투자

이익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지 여부라든지 하는 수치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275  Strawser, 위 논문, 52면은 미국에서 강제전환우선주(Mandatory Redeemable Preferred 
Share, ‘MRPS’)를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는 회계기준인 SFAS 150이 2003년에 발표된 이
후에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유의미한 변동성이 없음을 분석하면서, 신용평가기관은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하여는 신용등급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276  Moody’s, “Cross-Sector Rating Methodology- Hybrid Equity Credit” (2018)은 전환조건이 
없는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이자지급임의성, 누적여부, 후순위성 및 만기를 종합한 
표착도(漂着圖, Anchoring Table)을 적용하고 있다(5면), 전환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대

상 주식의 만기, 임의성 및 후순위성 외에도 전환시기, 전환비율 또는 상각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표착도를 적용한다(9면).  

277 Standard & Poors, “General Criteria : Hybid Capital : Methodology and Assumption” (2019. 7.)
에 의하면, S&P는 다소 독자적인 하이브리드증권 자본성 인정 기준을 발달시키고 있
다. S&P는 자본성을 부여함에 있어서 상위자본(High Equity Content) 중위자본

(Intermediate Equity Content) 및 비자본(No Equity Content)를 구분하는데 2년 이내의 강제

전환조건전환증권이나 정부가 소유하는 하이브리드증권만을 상위자본으로 분류하고

(문단 25 내지 문단 27), 통상적인 하이브리드증권은 중위자본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로 
본다. 중위자본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것, 발행자의 이자상환능

력(ICR)이 BBB- 이상이면 20년 이상의 만기를 보유하고 5년 이내에 발행자의 콜옵션

이 없을 것, 후순위일 것, 지급이 임의적일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문단 28).  기업 
신용평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위자본은 전부 자본으로 취급되고, 중위자본은 절반

은 자본으로 절반은 부채로 취급되며, 비자본은 전부 부채로 취급된다. S&P, “Hybrid 
Capital Handbook: September 2008 Edition”, 문단 78. 및 “General Criteria: Methodology And 
Assumptions: Assigning Equity Content To Hybrid Capital Instruments Issued By Corporate Entities 
And Other Issuers Not Subject To Prudential Regulation” (2018) 문단 12 참조. 뒤의 것은 
https://www.standardandpoors.com/en_US/web/guest/article/-/view/sourceId/10379151에서 검색 
(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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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지급위험과 손실위험이라는 신용평가의 주된 

목적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도양단’의 접근을 하지 않음이 뚜렷하고, 오히려 말하자면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분석의 결과를 표현한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소들 사이의 비중 및 순서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의 결과(자본성의 배점 

및 궁극적인 신용등급)을 도출할 때 금융상품의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고려할

지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워, 약간은 ‘임의적’이라고 

할 방법(개개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그저 ‘딱 떨어지는’ 숫자로 배분)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한 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논리결정흐름과 구성은 필연

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발행기업 및 하이브리드증권의 

경제적 실질 – 특히 부도 또는 손실의 관점에서 – 을 최대한 반 하도록 하는 

개략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3대 신용평가사들의 세 가지 구분요소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간략하

게 요약하자면, 한신평에서는 만기 30년을 기본 요건으로 먼저 검토하고, 다음

으로 이자임의성을 각종 거래조건 및 누적성 여부를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검

토하며, 반면 후순위성은 개념적으로 청산시에 국한하면서 그 중요성을 낮추

되 종합적인 배점표를 작성하고 그를 기준으로 매칭을 시키고 있다. 한기평은 

후순위성을 채무불이행시의 후순위성으로 보면서 그 유무에 따라 자본비율을 

차등하고, 만기의 구성의 개념을 형식적 만기의 기간이 최소 5년일 것을 요

구하면서 진입요건으로 보고, 실질적 만기는 콜옵션이나 이자상승조정조항 등

의 기타약정사항들이 실질적 만기에 향을 미치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자지

급의 임의성은 형식적으로 임의적인지 여부를 먼저 보고 누적여부까지 고려하

여 일정한 자본 비율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다. NICE평가의 경우에는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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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채상환비율(ICR)을 기반으로 하는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평가로 취급하

여 가장 중요시하면서 40%를 배분하고, 만기 구성을 30년과 5년의 두 기점

으로 각각 20%씩을 배분하되, 풋옵션은 만기 구성을 배척하고 콜옵션은 만

기 구성을 50% 차감하며, 이자임의성과 관련하여 누적적이면 임의성을 부인

하는 구조이다.  

제6장에서 제시하는 이 논문의 주된 논지는 이러한 신용평가사들의 하이브리

드증권의 자본성 및 부채성 배분방법을 세법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신용평가사들의 비율적 구분방법은 반드시 논리필연이

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금융상품의 자본성과 부채성의 핵심 기준을 축약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단순화함으로서 상당한 시장에서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신용등급이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통용되는 것을 보면 시

장에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셈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하이

브리드증권이 신용평가사들의 기업등급 부여에서의 장점으로 인하여 활성화되

었고, 적어도 미국세법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분이라는 난제를 다시 총점검하

는 계기 중 하나 던 것도 사실이다.278  신용평가사의 구분법을 끌어들이는 것

이 필요한가 또 가능한가는 제6장의 과제이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선험적으로 

내칠 이유가 없다는 점만 분명히 해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용평가에서 사용하는 제각각의 기준을 세법으로 끌어들이는 경우 무엇이 옳

 
278 Humphrey, “Tax Deductible Equity and Other Hybridsin the US – A Brief History and Current 
Developments”, (2007), 6면 내지 9면. 특히 2006년의 Moody’s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tool kit’에 따른 신용평가목적의 자본과 부채 구별기준이 현재의 지급이연, 장기의 만
기 등의 특징을 가진 금융상품 발달을 촉발하 다고 하고 있다. Bundgaard, 위 책, 91면
도 같은 취지. 또한, 미국 의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자료인 “Present Law and 
Background Relating to Tax Treatment of Business Debt”, JCX-41-11 (2011), 82면 내지 84면에

서도 발행기업등급에서 하이브리드증권의 유인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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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엇이 그르다고 논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본래 만기, 후

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은 상호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첩적이거

나 상호 의존적인 개념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 각각도 다른 외생변수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 외생

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래 후순위성은 원금과 관련이 깊고 지급임의성은 이자와 관련이 깊다. 만기

는 원금 및 이자에 걸친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이 요소들은 서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채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부도가 발생한다면 원

금의 가치비중이 큰 반면 장기까지 채권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원금의 

현가 비중은 줄어들고 이자의 가치가 커진다. 이러한 면에서 초기에는 원금에 

후기에는 이자에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도산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부도가 초기에 발생한다면 원금

의 후순위성(즉, 청산시 우선순위)이 더 중요하고 후기에 발생한다면 이미 비

중이 낮아진 원금 관련 후순위성은 덜 중요하고 오히려 이자임의성이 큰 비중

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최근의 Moody’s 보고서에 의하면 회사 상황에 따라 투

자등급이면 이자지급의 임의성에 보다 비중을 두고, 회사가 위기상황이면 원

금의 후순위에도 상당한 비중을 둔다고 밝히고 있어, 시점 내지 회사의 상황

에 따라 배분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79  부도시점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보다 장기의 채권일수록 그 실질적인 가치는 장기간 동안 할인

되는 원본이 아니라 장단기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는 이자가 차지하는 가치의 

비중이 커진다. 반면에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 인정여부에서 신용사건 발생

시 자본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즉, 손실흡수능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자본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원본’ 지급의 후순위성을 중시하게 

 
279 Moody’s, “Cross-Sector Rating Methodology- Hybrid Equity Credit” (2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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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반대로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지 아니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할인을 거친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자’의 후순위성이나 지급임의성

을 중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타약정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향을 미치고 어느 한 요소에 효과를 

전속시킬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금리상향조정조항은 콜옵션과 결부될 경우 만

기에 주된 향이 있으나 만기가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은 누적적인 

이자지급도 강제하는 면이 있다. 배당지급시 이자지급을 강제하는 배당강제조

항은 지급임의성에 직결되는 향이 있으나 만기갱신에 부정적인 요소도 되기

도 한다. 발행자의 콜옵션은 만기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으

나, 해당 금융상품의 이자조건이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 상환함이 경

제적으로 타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타약정사항들의 배치가 신평사별로 각각 다른 것이 이

해된다. 또한, 기타약정사항들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의 측정방법도 반드시 무

엇이 낫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예를 들면, 금리상향조정조항에 대하여도 한기

평은 시장금리와의 차이(스프레드, Spread)를 고려하여 만기의 구성을 부인하

게 되는 사유로 고려하는 한편, NICE에서는 이자상승조정조건이 있을 경우 일

괄적으로 만기 구성의 배점요소를 (그 사유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50%씩 

감소시키는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순한 것도 실용성을 높여주고 안정적

이라는 점에서 못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3개 요소는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 내지 중첩되는 관계에 있고, 

어느 요소가 다른 요소에 필연적으로 우선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그 상

호간 관계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기타약정사항들을 어느 요

소에 배치할지도 어려운 문제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약

간의 자의적인 결정을 하는 작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각 요소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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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조세법은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여태까지 살펴 본 여러 

역의 제도들 중 가장 경제적 실질을 잘 반 한다고 볼 수 있는 신용평가사들

의 배점방법을 조세법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적 법개념을 만들어내는 법규

화가 필요한데, 기업의 상황이나 세부적인 약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하이

브리드증권의 속성을 고려할 때 자본성과 부채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얼마나 

합리성있게 구성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이고 실증적

인 연구와 함께 결정할 문제이다. 이 문제가 이 논문의 초점이고 제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 전에 한 가지 선결 문제가 있다. 초점을 과세문

제로 좁혀 들어가더라도 그 전에 우선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하이브리리드 증권 

과세에 대한 입법례 내지 비교법적 분석이고, 이는 다음장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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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의 비교법적 분석 

 

제1절 총설 

 

지금까지 금융규제법규(BASEL), 기업회계 및 신용평가의 세 역에서 하이브

리드증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과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에 대한 조세법상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법은 민사법이나 규제법령의 법형식에 따른 자본 부채 구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형식과 다른 판

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불안정하고 불명확하다. 같은 금융

상품의 국가별 취급이 다를 수도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기

정 사실로 받아 들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를 방지하

는 장치{연결규정(Linking Rule)280  등}를 구성하는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

 
280  연결규정(Linking Rule)은 ‘(금융)상품이나 실체(entity)에 대한 조세상 판단(tax 
treatment)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조세상 판단과 연결하는(align) 규정’을 의미한다. 
OECD / G20, “Base Eri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2: 2015 Final Report” (2015){이하 “BEPS Action 2 최종보고

서”}, 11면.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연결규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구성권, “세법상 혼
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572면 이하 등) 연계규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이준봉,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
구”, 75면 등). 이 논문에서는 연결규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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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다. 

조세법규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없애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는 1909년에 미국세법에

서 법인세를 정할 때 논란이 있었다. 미국에서 법인세 도입 당시 Edwin 

Seligman은 개인의 경우에 이자비용 손비산입은 정당화되나 회사에 대하여는 

이자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했다. ‘회사의 소득’을 정

함에 있어서 자본이나 부채나 회사에 투자된 자산으로서 회사의 이익창출능력

(earning capacity)를 구성하는 점에서 같으므로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281  한편, 소득구분의 관점에서 자본으로 인한 소득과 이자로 인한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을 일반소득과 구별되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포

괄적 금융소득으로 과세하자는 논의도 있다.282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에 대하여 타인자본(부채)의 비용(이자)

은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자본의 비용(배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틀을 

따르고 있어 부채와 자본의 구별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281  Katherine Pratt, “The Debt-Equity Distinction in a Second-best World”, 53 Vanderbilt Law 
Review 1055 (2000), 1065면; Alvin C. Warren Jr., “The Corporate Interest Deduction: A Policy 
Evaluation”, Yale Law Journal (1974), 1597면; 한문혁, “혼합증권의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3면. 

282 이러한 제도를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 홍
범교, 이상엽 「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58면 이하; 손 철∙서종군, “금융상품과 세법”, 제5판(2018), 827면은 강학상 금융

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양분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저율로 분리과세 하자는 논의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소득에 대하

여도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자본이득 과세시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통산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한다. 같은 책, 830면. 다만, 이러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금융소득과 
일반소득에 서로 다른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시스템이고, 그 초점은 이자와 배당의 일
원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하다.   
 



125 

 

틀은 각국의 국내법뿐 아니라 OECD 모델조세조약(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및 각국의 조세조약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

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틀의 변경은 큰 규모의 국제적 합의 및 전면적 법개정

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조세제도는 다른 주변제도들의 틀을 무시하기 어

려운데, 기업회계에서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283  상법상으로도 회사는 자본으로 인하여는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자본은 채권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신용도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부채와 다른 

의미를 가지며,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충실의 원칙이 아직도 잔재하는 등,284  상

법상으로도 자본과 부채가 일원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일단 조세상 자본과 부채는 구별되고 현재로서는 자본과 부채의 구분이 

폐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조세상 자본과 부채의 구

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기존의 논의를 검토해 본다.285 

이하에서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미국 판례법의 태도,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 제정을 정면으로 시도한 미국세법 제385조 및 그에 따른 재무부규칙 

제정 시도 과정을 검토하고, EU의 지침(directive) 및 모델조세조약의 자본과 부

 
283 K-IFRS, 개념체계, 문단 4.57. 

284 송옥렬, 상법강의, 743면; 이철송, 회사법상의 제22판 (2014), 209면.   

285  법인을 납세의무자의 단위로 삼은 것은 법인의 인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선험적

(先驗的)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세제 전체에서 효율적인 과세단위를 정하여야 하는 문
제이다. 이창희, 세법강의, 360면 이하. 현행법은 주주를 법인의 주인으로 삼는 제도이

다. 이창희, 세법강의, 548면. 이와 같이 주주를 주인으로 보면 채권자에 대한 이자비

용은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기는 하나, 과세단위로서의 법인을 어떻게 삼을

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고, 이자손금산입에 대한 필연적 논리는 없다는 견해도 있
다. Warren, 위 논문, 1587면, 1619면. 한편, 이러한 법인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은 세원(稅
源)을 결정함에 있어서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상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
다. Martinez Laguana, 위 책,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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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구별기준을 살핀다. 

 

제2절 미국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의 논의 

 

1. 총설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몇 건의 선도적 판례들에서부터 조세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여 판시하 다. 

이 판례들은 전부 부채 또는 전부 자본이라는 일도양단적인 결과를 내고 있고 

미국 의회의 표현에 의할 때 ‘그 구분이 어렵고도 불확실했다’. 286  그에 따라 

미국 의회도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1969년 미국세법 제385조를 제정하여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문제해결을 재무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2.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판례 및 유권해석 

 

(1)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미국 판례의 태도  

미국세법도 부채에 따른 이자는 손금산입하나 자본에 대한 배당은 손금산입하

 
286 26 CFR Part 1 [REG-108060-15], 81 FR 20913에서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이 낳는 불활

실성과 난해함(uncertainties and difficulties which the distinction between debt and equity has 
produced)”이라는 미국 의회보고서(S. Rep. No 91-552 at 138)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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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287  미국도 세법에서 자본과 부채의 명확한 경계선을 두고 있지는 

않다. 288  미국 판례는 자본과 부채의 특성에 대하여 판시해 왔으나 지나치게 

다양한 요소를 나열적으로 고려하여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Fin Hay Realty Co.,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제3항소법원(Third Circuit)

은 16가지의 고려 요소를 열거하 는데,289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 채권자와 주

주의 지위, 회사 경 에의 참여 정도, 회사의 외부로부터의 차입 능력, 자본의 

과소여부, 거래 관련 위험, 거래의 명칭, 원금 및 이자의 지급에 있어서의 다

른 채권자들에 대한 상대적 관계, 의결권의 존부, 확정이자율의 존부, 상환의

무의 조건성 여부, 이자 지급의 원천, 확정 만기의 존재여부, 회사의 조기상환

권,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회사의 설립시점과 자금의 인출시점이다.  

또한, 대표적인 판례인 Estate of Mixon v. United States 사안에서 제5항소법원

(Fifth Circuit)은 13가지의 고려요소를 들었는데,290  이는 금융상품에 부여된 명

칭, 확정 만기의 존부, 상환자금의 원천, 291  원본과 이자의 지급을 강제할 수 

 
287 미국세법 제163조(a)는 이자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288  미국세법 제1275조(a)(1)(A)는 부채(debt instrument)의 정의를 ‘사채(bond), 채무

(debenture), 어음(note) 또는 기타 채무의 증서 또는 증빙(certificate or other evidence of 
indebtedness)’이라고 규정하여 순환할 뿐 개념의 정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Garlock, 
위 책, 1006면. 자본의 정의는 판례를 보아야 한다. 아래 각주 303번의 판례 참조. 미
국 의회보고서도 미국의 세법조문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은 없다고 본다. A 
Report to Joint Committee on Taxation, “Present Law and Background Relating to Tax Treatment 
of Business Debt”, JCX-41-11 (2011), 15면.  

289 Fin Hay Realty Co. v. United States, 398 F.2d 694 (3d Cir. 1968). 

290 Estate of Mixon v. United States, 464 F.2d 394, (5th Cir. 1972).  

291  Estate of Mixon 판결은 구체적으로 상환금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464 F.2d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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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경 참여 여부, 일반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지위(후순위성), 당사

자들의 의사, 자본의 과소여부 또는 적정여부, 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292  이자 지급의 원천,293  회사의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능력, 자금이 회사의 자산(자본재)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정도 294 , 채무자의 만

기 상환 여부 또는 지연 여부 다. 

이와 같은 여러 판례의 요소들을 분류해 보면 경제적 조건, 법률적 조건, 당사

자들의 객관적 의사 및 실제 행동,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을 알 수 있다.295 

  

 
292  동 판결은,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소유비율 대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채권자와 주
주의 지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자본의 징표라고 보았다. 464 F.2d 409. 

293  동 판결은 이자지급 조항이 없거나 배당재원으로부터만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자본의 징표가 된다고 보았다. 464 F.2d 409. 

294  동 판결은 채무자가 자금을 일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은 부채의 징표라고 
보았다. 464 F.2d 410. 

295  미국 판례의 고려요소를 이러한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견해로 Garlock, 위 책, 1033면 
이하 참조. 한편, Plumb은 1971년에 비슷한 분류를 하면서, 특히 다음 요소들은 결과의 
수사적(修辭的) 표현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든 것들이 있다: ‘동기

와 사업목적’, ‘배당과 급여 정책’, ‘자의적인 구분’(Arbitrary Separation)[미국 초기 판례

들은 사업적목적이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자금을 부채로 구분하여 지정한 것을 지적

하 으나, Plumb은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하 다. 아래 논문 551면] , ‘새
로운 자금의 투입이 없는 경우 및 이중과세 여부’가 그것이다. William T. Jr. Plumb, “The 
Federal Income Tax Significance of Corporate Debt: A Critical Analysis and a Proposal”, 537면부

터 555면.  



129 

 

경제적 조건 

∙ 확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원본이 정하여진 만기 또는 불합리하게 먼 시점이 아닌 만기에 상환되는

지 

∙ 이자가 발행자의 사업이익과 무관한지 

법률적 조건 

∙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권리 (특히 강제집행권한의 존재 여부) 

∙ 금융상품의 형식 

∙ 후순위 정도 

∙ 경영 참여 여부 

당사자들의 의사 및 행동 

∙ 선의로 또는 진정으로(bona fide) 부채를 형성하려는 의사296 

∙ 지급시기에 실제로 이자와 원본을 지급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신용도 

∙ 현금흐름분석 

∙ 자본 또는 예상되는 수입 대비 부채의 비율 (과소자본 여부) 

 

이와 같은 다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거래

의 형식보다 실질을 검토하게 된다(‘substance over form’).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을 부인한 Laidlaw Transportation Inc. v. Commissioner판결297에서도 ‘Estate of Mixon 

판결’ 의 13요소를 들면서, 해당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요소에 중

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제 지급 금원이 이자로서의 ‘경제적 실

 
296  위 Estate of Mixon 판결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추단되는 객관적 의사

가 중요하다고 하 다.  

297 T.C. Memo. 199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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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가져야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판시하 다.298 

이러한 미국 판례들의 고려 요소를 보면, 경제적 및 법률적 요소와, 당사자들

의 의사 및 행동, 기타 사정(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고

려대상의 범위가 넓다. 앞서 본 다른 역(금융규제, 회계 및 신용평가)과 비

교하면 가장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고려를 한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자본 

또는 부채로의 일도양단적 결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미국의 조세판례는 다양한 요소를 순서 없이 고려하고 요소별 경중이나 우열

을 논하지는 않되, 최종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근거되는 요소들을 열거하는 

방식이고, 이는 법원의 전형적인 ‘종합고려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

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결론을 정한 뒤 그에 짜맞추기식 

논리 구성이 가능하고, 그러한 논증이 옳다 그르다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 헌법체계가 법률의 해석 권한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법원에 부여

하고, 법원은 몇 가지 형식적 기준으로 당해 금융거래의 다양한 요소들을 균

형 있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최대한 구체

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다른 행정기관에 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의 법해석에 있어서의 상위 

지위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헌법에 의한 법원에 대한 신뢰부여에 터잡은 재

량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별 법관마다 다른 결론

 
298 동 판결, 58면. 이 판결은 특히 차주와 대주가 동일한 지배를 받을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 다. 동 판결, 54면. 이 사안에서는 해외 계열회사로부터의 
대출로 인하여 미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면서, 미국법인이 자
본에 비하여 부채의 비율이 높고, 동일한 경 자에 의하여 관리되며, 당사자들의 합의

에 의하여 만기가 임의로 연장되는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정상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으로 볼 수 없고, 법률적 형식은 채무이더라도 조세상 자본이라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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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을 심하게 해친다. 그리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형식과 다른 판단을 내

리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누적된 상급 법원의 판례가 없는 

한, 어떠한 법관이 조세법상 일반원칙(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과 같은)에 근거하여 자본과 부채의 법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기

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종합고려형 접근방식은 앞서 본 미국 의

회의 표현299 대로 ‘불확실하고 난해’할 수밖에 없다.         

 

(2) 미국세법상 부채의 원형과 장기채에 대한 고민 

미국 세법상 부채의 개념은 "채무자의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합리적인 만기와 

정하여진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 무조건적인 일정액의 지급 의무(an unqualified 

obligation to pay a sum certain at a reasonable close fixed maturity date along with a fixed 

percentage in interest payable regardless of the debtors' income or the lack thereof)"라고 

언급된 바가 있었는데, 300  이로도 알 수 있듯이 ‘확정만기’, ‘일정 비율의 이자

의 존재’ 및 ‘반환의무가 있는 원금’이라는 3가지 조건은 완전한 부채의 전형

적인 요건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세법은 ‘확정만기’의 존재 여부를 가장 기본

적 요소로 삼고 있는데, 301  이는 아래 미국세법 제385조(b)(1)에서 확정만기의 

존재 여부를 부채여부 판단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299 각주 286번. 

300 Gilbert v. Commissioner, 248 F2d 399 (2d Cir. 1957); United States v. Title Guarantee & Trust 
Co., 133 F.2d 990 (6th Cir. 1943); Farley Realty Corp. v. Commissioner, 279 F.2d 701 (2d Cir. 1960) 
등. 
301  Plumb, 위 논문, 413면도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상 자본 분류의 결정

적인 논거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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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이러한 부채의 개념에서 ‘확정만기’를 중시하는 관점은 자연스레 장

기채가 부채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는데, ‘Mamon Railroad v. Commissioner’

판결302에서는 50년의 만기 금융상품이 부채로 인정되었다.  

미국판례에서 자본의 정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에서 시작하

고 있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는 소유권으로서의 주주권이다. 

한편, 경제적 성과의 귀속 여부라는 경제적 관점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

리하여 미국 판례에서는 주주의 의미로 "회사의 이익 및 손실의 기회를 공유

하면서 회사의 기업기회에 참여하는 지위(to embark upon corporate adventure, 

taking the risks of loss attendant upon it, so that he may enjoy the chances of profit)"303라

고 한 바가 있고, 이는 자본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제적) 본질은 회사 자체의 

이득과 손실의 귀속자라는 의미이다. 조세상 자본의 개념을 법적인 주주의 지

위(의결권 등)와 어떻게 결부지을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조세법도 법인세에 있

어서는 회사법의 회계에 관한 규정(우리나라는 상법 제451조의 자본금, 제458

조의 이익준비금, 제459조의 자본준비금 등)에 근거한 자본금 및 잉여금을 자

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대한 지배력(즉, 주주권)을 기준으로 자

본여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지배력(즉, 주주권) 여

부는 이미 법률상 무의결권 주식도 허용되는 이상 얼마든지 당사자들의 의사

에 의하여 정할 수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봐야 하는 조세법상 절대적인 기준

으로 삼을 수는 없고(다만, 위 미국 판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302 55 TC Memo, 345 (1970). 
303 United States v. Title Guarantee & Trust Co., 133 F.2d 990 (6th Cir. 1943); Farley Realty Corp 
v. Commissioner, 279 F.2d 701 (2d Cir. 1960). 후자의 사안은 채권자가 이자에 대신하여 채
무자의 부동산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을 50% 향유하기로 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채
무자 기업의 사업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지급은 이자로 취급할 수 없
고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여기서는 ‘확정금 지급’ (payment of a sum certain)
이 아니라 ‘불확정금액의 지급’(indefiniteness of the amount)이라는 점을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는 핵심 징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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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회사라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한 자들 사이의 경제적 

실질을 보아 자본과 부채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조세법상 자본을 정의함이 타

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판례는 소유자로서의 주주의 지위(의결권 등) 

및 회사 손익의 궁극적 귀속자라는 경제적 지위 모두를 선후 없이 고려하고 

있다.  

1980년에 중후반부터는 금융상품의 발달에 따라 다단계거래 또는 복합적인 구

조를 가진 금융상품을 자본 또는 부채 중 어느 것으로 구별할지가 쟁점이 되

었다.304  특히, 1987년 도산에 처한 Texaco사(社)가 1993년 월별소득이 발생하는 

50년 만기의 우선주(Monthly Income Preferred Shares, ‘MIPS’) 거래를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 구조는 Texaco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으로 취급되는 투

자회사(Texaco Capital LLC)에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이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

게 MIPS를 발행한 것인데, 여기서 Texaco사가 파트너쉽에 발행한 후순위채의 

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다.305  이에 미국국세청(IRS)

은 Notice 94-47306을 통하여 시장에 경고를 하고자 하 는데, 그 내용은 50년 

이하의 만기를 가지더라도 위의 ‘Mamon Railroad’ 판결(만기 50년의 금융상품

의 부채성을 인정한 사안)의 사안보다 중요한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

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자본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금융상품

의 만기가 적정한지(reasonableness) 여부는 발행자의 상환능력을 포함한 제반 

 
304 Bundgaard, 위 책, 89면. 

305 Thomas A. Humphreys, “Tax Deductible Equity and Other Hybrids in the US – A Brief History 
and Current Developments”, IFR Intelligence Report (2007). 2면. 이 글에서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미국 판례의 태도에 의거하여 소위 ‘손금산입 가능한 자본’(Tax Deductible 
Equity)을 추구하기 다양한 시도들이 설명되어 있다.  

306 IRS, “Debt/equity issues in recent financing transactions”, April 18,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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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all facts and circumstances)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하 다. 또한, 이 

국세청 고시는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 307도 자본성의 기

준으로 보겠다고 하 다. 따라서, Notice 94-47은 확정 만기의 존재는 부채가 되

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비합리적으로 긴 만기를 보유하는 부채'

를 조세법상 부채로 인정할 지 여부는 당해 기업이 위하는 사업의 본질을 

포함한 종합고려형 접근방식의(all facts and circumstances test) 심사를 통하여 판

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제는 만기가 ‘적정’한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부채의 상환이 어떠한 기업의 해산 또는 부도의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면, 그러한 만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러한 조건의 채

권 보유자의 위험은 경제적 실질에서 누적적 우선주와 차이가 없다.308  그러나, 

미국법의 해석상으로는 만기의 존재라는 것은 상환의무의 핵심 개념으로서 여

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구채의 경우에는 미국세법상 부채로 인정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309 

그러나 ‘만기’ 자체가 다양한 변수를 가진 복합적인 개념이다. 만기를 실질적

인 상환가능성으로 보면 장기채의 경우 채무자의 장래의 재정적 상태에 따라 

상환가능성이 달라지나, 이와 같은 채무자의 장래 상태는 사실상 예측할 수가 

없다. 310  또한, 만기의 경제적 효과는 채무의 조건별로 다양할 수 있다. 예를 

 
307  이 고시는 발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이든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이든 모두 고려된다고 하 다. 

308 Bittker and Eustice, “Federal Taxation of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7th ed. (2014), 4면 내
지 12면도 같은 취지. 

309 같은 취지로 Bundgaard, 위 책, 78면.  

310 Bundgaard, “Perpetual and Super-Maturity Debt Instruments in International Tax Law” (2008),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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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이 동시에 상각되는 구조의 원리금상환형 부

채, 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부채,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에서 만기의 의미는 각각 다르므로 

그 자본성 또는 부채성 판단에 있어서 다른 취급을 받을 여지가 존재하나, 이

러한 고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

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부채의 경우, 대출기간이 길어진다면 당해 부채

(채권)이 가지는 가치는 시간가치의 할인 때문에 원금 보다는 이자가 보유하

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 분명하다.311  예를 들면 연 이자율 8%의 채권가치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만기 기간 별로 가치를 배분할 수 있다.312 

[표. 만기별 채권가치의 배분] 

만기(연) 원금의 가치 (%) 이자의 가치 (%) 

1 92.46 7.54 

5 67.56 32.44 

10 45.64 54.36 

20 20.83 79.17 

30 9.51 90.49 

50 1.98 98.02 

100 0.04 99.96 

 

위와 같은 장기채의 이자와 원금 배분을 고려하면, IRS Notice 94-47에서 언급된 

만기 50년 기준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30년이나 

20년이 실질적으로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훨씬 커 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이상의 만기를 가진 채권은 조세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기점이라는 주장

 
311 Garlock, 위 책, 1036면. 
312 Garlock, 위 책, 10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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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이 만기보다 이자가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만

기보다 이자 지급의 임의성(연기 내지 면제 가능 여부) 이 자본과 부채 판단

에 있어서 만기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313  이와 같이 미국의 판

례 및 행정해석(특히 1990년대의 행정해석)은 여러 가지 제반 요소 중 만기를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확정 만기를 필요조건으로(다만, 충분조건으로 

보지는 않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러한 경향은 비판받아 완화되고 있

다.314  만기뿐 아니라 이자임의성도 같이 고려하게 되면 앞의 BASEL이나 신평

사들의 자본/부채 구별 기준과 유사하여 진다.  

 

(3) 하이브리드증권의 발달과 자본/부채 구별 논의의 재점화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금융상

품 발행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조세법적 논의도 뒤따랐다. 315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주로 채권형 하이브리드증권의 손금 산입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논의를 미리 요약하면 하이브리드증권 중 일부(예를 들면, ‘ARCN’거래)316에 대

하여는 손금 산입이 부인되기도 하 으나, 대개의 경우 법형식이 존중되어 손

 
313  같은 취지로 Hariton, “Distinguishing Between Equity and Debt in the New Financial 
Environment”, 49 Tax Law Review 499 (1994), 507면 

314 같은 취지로, Hariton, 위 글, 508면. 

315 이하의 논의는 Humphrey, A. Thomas, “Tax Deductible Equity and Other Hybrids in the US 
– A Brief History and Current Developments”, IFR Intelligence Reports / Hybrid Capital Securities: 
a Definitive Guide For Issuers and Investors, (2007)을 주로 참고하 다. Bundgaard, 위 책, 89
면 내지 93면과 Garlock, 위 책, 9058면 내지 9076면은 더 다양한 미국에서의 하이브리

드 금융상품들에 대한 과세논의를 설명하고 있다.  

316 ARCN거래에 대하여는 이 논문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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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산입은 인정되었고, 일부 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남용적 거래에 대한 손금 

산입을 제한하 으나{‘Straddle 거래’의 손금산입제한 317  및 사실상 궁극적으로

는 지분을 발행하는 거래가 되는 중간 단계의 채무거래인 ‘부적격채무상품

(disqualified debt instrument)’ 발행에 대한 손금산입제한},318 그러한 부분적인 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다시끔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른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재무부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의 하이브리드증권은 이 논문 제6장 제2절 다.항에서 논의하는 조건

부채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처럼 채무상품과 파생적 요소가 결합

된 금융상품에서 파생적 요소의 분리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면, 2000년대 이

후에는 신용평가상 자본으로의 분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BASEL 규제자본기준이나 신용평가사들의 자본성 판단 기

준들과 같은 – 강제적 연기권(mandatory deferral), 지분상품으로의 대체약정

(replacement covenants), 보다 길어진 만기(longer maturities) 및 이자율 한도

(interest cap)319가 하이브리드증권의 보다 통상적인 조건이 되었다.320  이러한 추

이의 변화는 아래에서 보듯이 미국세법 제385조에 의한 재무부 규칙 제정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17 미국세법 제273조(g). Straddle 거래에 대하여는 부록 2. 참조. 

318 미국세법 제163조(l). 부록 2. 참조. 

319  여기서 이자율 한도라 함은 회사가 도산절차에 처하 을 경우 발생한 이자 전부를 
도산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도산절차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상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Humphreys, 위 글, 6면 

320 Bundgaard, 위 책, 91면; Humphreys, 위 글, 6면 내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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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른 자본과 부채 구별의 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경제적 조건, 법률적 조건, 당사자들의 

객관적 의사 및 실제 행동,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는 미국 판례

상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방법의 난점으로 인하여, 미국 의회는 1969년에 미국

세법 제385조를 입법하여 재무부에게 재무부규칙으로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

준을 정하게 하 다. 

그러나, 미국세법 제385조에 의거한 재무부규칙은 여러 차례의 제정 시도에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92년에 제385조에 (c)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발행 당시 발행자의 자본과 부채의 구분이 투자자를 구속

함을 명시하고(다만, 국세청장은 구속하지 아니함),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구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미국세법 제385조 조문은 아래

와 같다. 

미국세법 제385조 (어떠한 회사에 대한 권리를 자본 또는 부채로 취급하는지 여부) 

(a) 재무부장관은 회사에 대한 권리가 본조의 목적상 자본 또는 부채(또는 부분적 

자본 및 부채) 중 어느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

진다. 

(b) 요소 - 재무부규칙은 특정한 사실관계에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회

사-주주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금전 또는 금전상당가치에 대한 대가로, 요구불(on demand) 또는 확정기한부

의 확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확정비율의 이자 지급 의무 

존재 여부 

(2)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선순위 또는 후순위의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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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4) 회사의 자본으로의 전환가능성, 및 

(5)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과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사이의 관계 

(c) 발행자의 구분의 효과.  

(1) 일반 - 발행 당시 발행자에 의한 자본 또는 부채로의 구별은 그러한 발행자 

및 그러한 권리의 보유자를 구속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을 구속하지는 않음) 

(2) 일관되지 않은 취급의 고지 - 시행규칙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위 (1)호는 권리의 보유자가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위 (1)호에 따른 구분과 불일

치한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신고로써 소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3) 시행규칙 - 재무부장관은 본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

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세법 제385조(b)는 위와 같이 자본과 부채의 구별 사항의 예시로 ‘확정만

기의 존부’, ‘후순위성’, ‘자본과 부채의 비율’, ‘자본으로의 전환 여부’, ‘해당 금

융상품의 주주권과의 비교’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만기’ 및 

‘후순위성’은 다른 역(BASEL 및 신평사들)과 공통적이고, ‘자본으로의 전환’

은 전환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

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며, ‘자본과 부채의 비율(즉, 과소자본여부)’을 본다는 점

은 위 미국 판례의 고려사항에도 포함되던 것인데 다른 역에서는 살펴 보지 

않았던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주주권과의 비교’는 해당 권리를 전체적이고 포

괄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항목이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세법 제385조에 근거하여 1980년에 규칙초안(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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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Regulation)을 공표하 으나 321  1983년에 철회하 다. 322  1980년의 규칙

초안은 미국세법 제385조(b)가 제시한 요소에 충실하게 단계별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 다. 이 당시에는 구분선을 제공하면서 일부 ‘안전조항(safe 

harbor)’을 두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은 1980년 규칙초안323은 구분 자체는 간명

한 편이면서 미국세법 제385조(b)의 요구사항에 충실한 내용이었으나, 이 규정

은 쉽게 회피할 수 있었고 그 기준도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한다

는 비판을 듣게 되면서 무리한 단순화 규정으로 여겨졌었다. 

이후로는 개별 입법을 통한 제한(앞서 본 미국세법 제163조(l)의 부적격금융상

품에 대한 이자손금산입 제한 등)이나 2017년 개정324되기 이전의 이자한도제

한(미국세법 제163조의 ‘Earnings Stripping Rule’)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 다고 

 
321 T.D. 7747 (45 FR 86438) 

322 T.D. 7920 (48 FR 50711) 

323 한문혁, 위 논문 54면부터 62면은 T.D. 7747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1단계 금융상품이 발행되었는지 결정한다 
2단계 금융상품이 순수채권인지 / 하이브리드증권(기준은 전환

가능성 및 조건부 지급 여부로 삼음)인지 결정한다 
3단계 금융상품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비례적으로 소지되었

는지 판단한다 
4단계 (1) 비례하지 않게 소지된 순수채권은 부채로 취급한다 

(2) 부채가 과도하지 않는 한(Safe Harbor: 외부 부채자본

비율 10:1과 내부 부채비율 3:1 이상), 비례적으로 소지

된 순수채권은 부채로 취급된다 
5단계 (1) 비례적으로 소지된 하이브리드증권은 주식으로 취급

된다 
(2) 만약 순수채권 지급액의 현재가치(주: 조건부의 경우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함)가 금융증권 가치의 50% 미
만이면, 비례적으로 소지되지 아니한 하이브리드증권은 
주식으로 취급된다 

  

324 2017. 12. 31. P.I. 115-97 제13301조로 개정되기 이전의 미국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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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나, 325  이는 근본적인 자본과 부채의 구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자에 대한 양적 손금제한 또는 잠탈적 손금산입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재무부는 2016. 4. 8.에 이르러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

른 규칙초안(proposed regulation)을 다시 공고하 고,326  2016. 10. 13.에 최종임시

규칙(Final and Temporary Regulation)을 공고하 다.327  2016년 규칙은 일정한 부

채로 인정하기 위한 입증문서가 구비되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관계 형성이었으므로 조세상 부채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문서규칙(Documentation Rule)’인데, 다시 그 시행일자가 2018. 1. 1. 에서 2019. 1. 

1.로 1년 연기되었고,328  또다시 납세자의 해당 규정 준수 부담 등을 이유로 결

국 폐지되었다.329  결국 납세자들은 2016년 재무부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325  개정 전의 미국세법 제163조(j). 개정전에는 미국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한도만 규제하 다. Garlock, 위 책, 20,083면. 그런데, 미국은 2017년 말 종래의 
과소자본세제를 전면개정하여 국내 지급과 국외 지급을 구분하지 않고 부채자본 비율

이 아니라 소득대비 비율만 묻는 것으로 법을 바꾸었다. 이창희, 국제조세법 제2판 
(2020), 628면. 

326 Reg-108060-15, 「Treatment of Certain Interests In Corporations as Stock or Indebtedness」, 
81 FR 20912. 

327  T.D. 9790 「Treatment of Certain Interests in Corporations as Stock or Indebtedness」 , 
(October 21, 2016), 81 FR 27858. 

328  EY, “US IRS delays Section 385 debt-equity documentation requirements by one year,”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s-irs-delays-section-385-debt-
equity-documentation-requirements-by-one-year 

329 REG-130244-17, 83 FR 48265 (2018. 9. 24.)를 통하여 폐지를 예고하 다가, 2019. 11. 4. 
T.D. 9880 (84 F.R. 59297)을 통하여 폐지를 확정하 다. T.D. 9880에 의하면 3건의 의견이 
있었는데(주: 의견 제공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그 중 한 의견은 동 규정의 폐지

에 반대하 으나, 나머지 두 의견은 납세순응부담이 과도함에 비하여 조새재정효과는 
적다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의견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T.D. 9880에서 추후 장기과제로 
보다 단순하고 간명한 문서규정을 고안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다시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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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이며, 다시 판례에 따른 자본과 부채 구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상

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2016년 문서규칙은 폐지되어 그 의미는 크게 퇴색되었으나, 그 내

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동 규칙은 원칙적으로 그룹 내의 회사들 간에 이자

를 지급할 경우 문서규정(Documentation Rule) 준수 여부에 따라 부채인지 여부

를 구분하며, 330  그 이외에도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단계거래

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채무거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331  이를 부채로 보

지 않고 손금산입을 부인한다. 이러한 우회거래의 유형은, (1)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채권금융상품(debt instruments)을 그들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들에게 분배

하는 경우나,332  (2) 어떠한 회사가 그 특수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333 및 (3) 내부적인 자산재조정(internal asset reorganization)

의 대가로 그룹 내의 자산양도회사가 양수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대가로 수령

하는 경우이다. 334  미국재무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우회 및 잠탈적 요

 
330  이를 ‘Expanded Group Interest’, 줄여서 ‘EGI’라고 한다. 임시규칙(Temporary Treasury 
Regulation) 1.385-2(d)(3). 81 FR 72958. 

331 이를 ‘Covered Debt Instrument’라고 한다. 임시규칙 1.385-3(a). 81 FR 72960 

332  이는 배당 대신에 채권(사채 등)을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실질은 배당의 지급과 같으나 현물로 채권을 분배한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손금산입의 
효과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임시규칙 1.385-3(b)(2)(i). 
 
333  미국세법 제304조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어떠한 자가 지배하는 두개의 회사가 
있고, 그 중 한 회사가 지배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즉, 교환)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은 주식을 취득하는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상각하는 대가로 현물을 분배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즉 배당으로 취급). 이와 마
찬가지로 어떠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모회사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면(사채 발행 포함)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모회사에게 출자를 받는 것과 마
찬가지이나(다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와 같음)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차이가 발생

하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임시규칙 1.385-3(b)(2)(ii). 
 
334 임시규칙 1.385-3(b)(2)(iii). 



143 

 

소가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조세효과 이외의 다른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없으면서 

자본이 부채로 대체되는 유형으로 보아 미국세법 제385조에서 해결하여야 하

는 문제라고 보았다.335  또한, 당초의 규칙초안에서는 채무자가 미국 회사인지 

외국 회사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최종규칙에서는 미국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축소하 었다.336 

2016. 10.의 최종임시규칙(T.D. 9790)과 2016. 4.의 규칙초안(Reg-108060-15) 사이

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337  이는 4월의 규칙초안에서는 미국국세청이 일

반적인 자산과 부채 사이의 구별 또는 배분 권한{규칙초안 1.385(1)-(d). 이를 

협의의 “Bifurcation Rul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338  “Part-Stock Rule”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339을 보유하 었으나, 10월의 최종임시규칙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점

 
 
335  나아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거래를 위하여 관계사 사이의 거래에 자금조달을 
하여 간접거래를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소위 
'funding rule'). 예를 들면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 모회사인 A사가 자회사인 B사에

게 자금을 대여하고 B사가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상품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
우 자회사는 손금산입의 효과가 생기므로, 자회사(B사)의 손금산입도 제한된다. 이러

한 ‘Funding Rule’인 시행규칙 1.385-3은 그룹 구성원들 간에 구조화거래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배분이나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손금창출을 위한 거래로 추정하는 번복불가능

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임시규칙 1.385-3(b)(3) 
 
336 81 FR 72859, 72862. 

337 2016. 10. 19. Ernst & Young의 International Tax Alert 「Final and temporary US Section 385 
regulations significantly narrow scope of earlier proposed regulations in which equity is replaced 
with debt with no significant non-tax effect」 2면 및 3면 참조. 

338  Amy S. Elliott and Lee A. Sheppard, “Debt-Equity Reg Package Includes Broad Carveout”, 
Taxnotes (posted on Oct. 17, 2016). 1면. 

339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Report on Proposed Regulations under Section 385”에서는 
Part Stock Ru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 보고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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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40  이와 같은 일반적 배분권한은 이하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과 유사

하게 국세청이 채권금융상품 중 일부를 자본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 었다. 

예를 들면 미화 500만불의 채권금융상품이 발행될 경우, 채무자가 300만불 이

상을 상환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 국세청장이 이러한 채권금융

상품을 300만불의 범위에서 채권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200만불의 범위에서는 

자본으로 취급할 수 있었다. 341  이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일반적 구분권한을 

인정하려면 보다 상세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준과 설명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예시만 의도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문서규정을 적용

함으로써 결론이 내려질 사안으로서(즉, 문서규정상 300만불만 부채임을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미) 독립적인 일반적 구분권한을 둘 만한 사안이 아니라

는 비판이 있었고,342  2016. 10.의 임시최종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구분

권한은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른 자본과 부채의 구별 노력은 1980년 규칙

초안에서 주주들 사이에 비례적으로 보유하는 채권인지 등의 몇 가지 기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자본과 부채의 구별선을 그으려는 노력도 실패하 고, 

2016년의 문서규정(documentation rule)에 의하여 채무거래로서의 당사자들의 진

정한 의사를 납세자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노력도 실패하 다. 결국, 여태까지 

재무부 규칙으로는 상세한 자본과 부채의 구분선을 정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 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판례법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40 81 FR 72859, 72885. 

341 2016년 최종규칙(T.D. 9790)의 예시 7번(Example 7) 사안이다. 

342 NYSBA, 위 보고서, 4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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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미국 판례는 어떠한 금융상품의 자본 또는 부채로의 구별과 관련하여, 경제적 

조건, 법률적 조건, 당사자들의 객관적 의사 및 행동,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자본 또는 부채의 어느 것에 

가까운지를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미국 법원은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 다. 그러나 지나치

게 다양한 요소를 순서나 비중 없이 고려하 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

다. 이에 미국 의회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위한 미국세법 제385조를 제정하

고, 미국 행정부는 동조의 위임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십년째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법원의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접근은 자본과 부채의 형식적인 틀을 그

대로 따르기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분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인

데, 이러한 미국세법의 법적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형식적 분류를 중시하

는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조세법상 분류(Characterization) 차이로 인한 조세차익

의 기회가 발생하기도 한다. 343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자본과 부채 구별로 

인한 조세차익거래로는, ① 미국에서는 만기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구채가 부채라기보다는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채라고 하여 

 
343 Andriy Krahmal, “International Hybrid Instruments: Jurisdiction Dependent Characterization”, 
5 Houston Business and Tax Law Journal 9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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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자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국가와 거래할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으

로 인한 이자를 미국에 지급하는 국가에서는 손금 산입이 되고, 미국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Indirect foreign tax credit)을 적용받는 조세차익거래가 있

을 수 있고, 344  ② 이익참가권한을 가진 채무증권 중 특히 원본상환의무가 없

는 경우에는 미국세법상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부채로 취급

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 동일한 조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다.345  

미국의 판례 및 행정해석은 자본과 부채의 구분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고려

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이다. 그러나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하여 실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면에

서는 오히려 법형식을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조세차이로 인하여 차익거래의 기

회만 발행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상 불일치의 문제는 각

 
344 위 글, 109면. 

345 위 글, 110면. 또한 이 논문은 미국 거주자가 지급을 하는 경우의 하이브리드증권으

로 인한 조세차익거래로는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 ‘REPO거래’ 또는 ‘RP
거래’라고 한다.)의 예를 들고 있다. 이는 미국세법상으로는 담보부 대출거래로 취급되

는 반면, 이러한 거래를 조세상으로도 매매거래의 법형식을 존중하는 국가가 존재할 
경우, 미국 법인이 이와 같은 손금산입을 하는 조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본다. First Am. 
Nat’l Bank of Nashville v. United States, 467 F.2d 1098 (6th Cir. 1972)판결의 사안에서는 거래

의 실질을 중요시하여 REPO거래에서 양도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소득으로 산입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 논문, 각주 제83번.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환매거래에서 원칙적으로 매매라는 법형식을 중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금융회사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
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의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소위 ‘RP거래’)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재1항 제8호). 그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본다(증권대차거래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
2971판결이 있다). 같은 취지로 손 철∙서종군, “금융상품과 세법” (2018),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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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법제가 다른 이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이하 제7장 제3절 제5항에서 보

게 되는 조세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연결규정의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3절 EU 지침(Directives)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 논의 

 

EU에서는 유럽헌법(European Constitution) 제94조에 근거하여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가 회원국들의 법규, 행정규칙에 대한 지침(directive)를 발령

할 권한을 가진다.346  이러한 지침은 회원국들의 조세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며, 회원국의 조세법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구체적 사안에서 EU 지침에 위반하는 각국의 조세법을 주

로 유럽헌법상 각종 자유조항{특히, 제43조의 설립의 자유(freedom of 

extablishment)나 제56조의 자본이동의 자유 조항(free movement of capital) 등}위

반으로 판단함으로써 실행된다.347  

하이브리드증권과 관련이 있는 EU의 법규로는 모자회사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348과 이자로열티지침(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349이 있다. 이러한 모

자회사지침과 이자로열티지침은 회원국들 간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유럽헌

 
346 Ruth Mason, “Premier on Direct Tax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omson West (2005), 22면. 

347 위 책, 50면 내지 92면. Eberhartinger and Six, “Taxation of Cross-Border Hybrid Finance: A 
Legal Analysis”, Discussion Papers SFB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27, WU Vienn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2007), 12면도 같은 취지.  https://epub.wu.ac.at/1150/ (검색일 
2020. 7. 2.) 

348  90/435/EEC가 있고 2003/123/EC에 의하여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재 적용되는 지
침은 2011/96/EU이다.  

349 2003/4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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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하는 자유들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하면 ‘모자회사지침’이 적용되고, 부채

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로열티지침’이 적용된다. 이러한 두 지침의 

작용에 의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권한은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모자회사지침에서 배당은 자회사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고 모회사 거주지국

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50  이자로열티지침에서는 이자

에 있어서 이자의 원천지국에서는 과세가 금지되어 지급액의 손금산입을 하여

야 하고 수령자 소득의 원천징수도 금지된다. 351  따라서 EU 지침에서 이자와 

배당의 구별 및 그 전단계에서의 자본 또는 부채로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모자회사지침은 직접적인 자본 또는 배당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

다. 반면 이자로열티지침은 제2조(1)(a)에서 아래와 같이 이자의 정의를 두고 

있다. 

이자라 함은 여하한 종류의 채권(債權, debt-claim) 352으로부터의 소득으로서 

담보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

 
350  90/435/EEC. 제4조는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배분할 때, 모회사국은 그러한 
이익을 과세하지 않거나, 그러한 자회사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 중 배분되는 이
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회사국에서 세액공제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
하여 모회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51  2003/48/EC, 제1조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지급되는 이자 및 로열티는 다른 회원국

의 회사가 이자 및 로열티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지급지국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다
른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352  이러한 ‘debt-claim’은 법형식을 묻지 않는 광범위한 의미인데, 권리자의 의미에서 
채권(債權) 발행자의 의미에서 부채(負債)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하의 
모델조세조약에서도 같다. 이 논문 각주 366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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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불문하며, 특히 사채나 채무상품 353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증권, 사채, 채무상품에 부속되는 할인액 또는 할증액과 상금을 포함한

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the term ‘interest’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OECD의 모델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한 것이되, 국가가 발행한 증권(government securities)은 

지침상 이자의 개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한다.354  

우선 이 지침에서 이자의 정의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구채 등 채권 형식의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이자의 지급은 

이 지침상 이자로 취급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증권과 관

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로열티지침의 제4조이다. 동 지침 제4조는 아래

와 같이 법형식은 지급지국(원천지국)에서 채권이고 이자라고 하더라도 그 경

제적 실질이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원천지국에서 이자로열티지침의 혜

택을 배제하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53  문으로 채권 또는 채권금융상품의 다양한 용어가 있고, 혼용되는 경향도 있으나, 
‘indebtedness’는 ‘loan’ 또는 ‘debt’와 같은 의미로 사적 소비대차계약인지 증권인 사채

인지 등의 법적 형식을 묻지 않는 광의의 자본이 아닌 채무 또는 부채를 의미하고, 
‘bond’와 ‘note’는 통상 사채로 번역되는데 ‘bond’는 중장기의 기업 또는 정부 발행 채
권을 의미하고, ‘note’는 단기 또는 중기의 사채 또는 채권을 의미하며, ‘debenture’는 무
담보기업채권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Garlock, 위 책, 1면 내지 3면. 이 논문에서 
‘debenture’는 채무상품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354 COM (1998) 67 final,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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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자나 로열티로서의 지급의 제외) 

1. 원천지국은 아래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a) 원천지국에서 이익의 분배나 자본의 환급으로 취급되는 지급(payments which are 

treated as a distribution of profits or as a repayment of capital under the law of the source 

State;) 

(b)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부터의 지급(payments from debt-

claims which carry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c)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할 권한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부

터의 지급(payments from debt-claims which entitle the creditor to exchange his right to 

interest for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d) 원본 상환의 의무가 없거나 만기가 50년 이상인 채권으로부터의 지급(payments 

from debt-claims which contain no provision for repayment of the principal amount or where 

the repayment is due more than 50 years after the date of issue.) 
 

 

이는 EU의 회원국들에게 원천지국으로서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지급을 손

금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주는 규정이다. 특히 위 (d)항에 의하면 

아예 상환 의무가 없거나 50년 이상의 만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

생 원천지국인 회원국이 부채가 아닌 자본 취급을 할 수 있고, (c)항은 주식과 

같은 이익참가권한부 증권으로 전환권을 가질 경우 자본 취급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 제4조는 반드시 자본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원천

지국의 재량을 허용한다. 반대해석으로 이 조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유형의 채

무증권에 대하여 자본과 같은 취급을 하여 이자의 손금산입을 불허(즉, 이자

로열티지침의 적용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55  EU집행위원회는 이러

 
355 Jakob Bundgaard, “Perpetual and Super-Maturity Debt Instruments in International Tax Law”, 
IBFD Derivatives and Financial Instruments, (2008).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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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자로열티지침 4조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356  

“회원국들은 (이자로열티지침에서) 이자의 개념에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분배, 

자본의 환급 또는 하이브리드금융으로 인한 소득의 성격을 가진 지급을 이자로 취급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은 이자가 발생하는 회원국과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

주자인 회원국 사이의 조세조약 또는 이자가 발생하는 회원국의 내국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이익분배로 재구성되는 이자는, 이러한 지침의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회사지침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a)항의 원천지국에 의하여 배당으로 법률상 처리되는 소득의 경우를 제

외한 나머지 사항들{(b), (c) 및 (d)항}의 경우에는 원천지국법상 이자소득의 성

격을 유지하더라도 이자로열티지침을 배제하고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이다. 원천지국에서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나 거주지국에서는 배당소득

일 경우 아예 과세에서 배제되어 이중비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원천지국이 이를 방지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357  이러한 제4조는 조세회

피방지 또는 이중비과세방지 조항이고, 원천지국이 하이브리드증권을 자본으

로 분류할지, 아니면 부채로 분류하면서도 이자로열티 지침만 배제할지는 원

천지국의 재량에 맡긴다. 

위 EU집행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회원국들은 이자로열티지침 제4조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되게 되면 모자회사지침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비과세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지침과 이자로열티지침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

를 이룸으로써 4조에 열거된 범위의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지급이 이중과

 
356 COM (1998) 67. 8면. 
357 Eberhartinger and Six, “National Tax Policy, The EU Directives and Hybrid Finance”, National 
Tax Proceedings (2006),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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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 이중비과세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조세조약이 존재한다

면 조세조약상 이자의 개념에서도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조약과

의 조화의 문제는 남을 수 있다.358  

나아가, 유럽이사회는 2014. 7. 8. 하이브리드증권과 관련하여 모자회사지침 제4

조(1)(a)를 개정하 다. 그 변경내용은 모회사국에서 그 자회사와의 연관(즉, 

자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를 통하여)에 따라 이익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범위는 자회사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에 국한되고, 자회사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이루어지는 범위에서는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이브리드증권 거래를 통한 회사집단 내 이

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집단이 각국의 세법상 불일치를 이

용하여 그룹 내에서 이익분배시 과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

다.359  이러한 이중비과세의 조정 방식은 BEPS Action 2의 D/NI상황에 대한 연

결규정(linking rule)에 따른 이중비과세 조정과 유사하다(이 논문 제7장 제3절. 5.

항 참조).360   

이와 같이 EU의 모자회사지침 및 이자로열티지침은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본

 
358 Jakob Bundgaard, 위 글, 138면. 
359 EU Council press release, “Council Adopts Amendment Closing Tax Loophole for Corporate 
Groups,” 11647/14 (July 8, 2014).  
360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이 개정조항은 조세상 불일치로 인한 이중비과세의 경우 
적용되고, 이중비과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만일 하이브리드 금융상

품의 지급자가 지급금액을 손금산입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지급자의 실질적인 조세 부
담이 감소하지 아니한다면 수령자의 소득에 산입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급자가 업손실 상태에 있거나 과소자본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 혜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EU 모자회사지침의 개
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Schler, “OECD vs. D/NI: Ending 
Mismatches on Hybrid Instruments”, Part 2, Tax Notes International, (2014), 5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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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자로열티지침 제4조는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자본 또는 부채로의 구별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에 대한 이중비과세나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국가간 자본과 부채의 개념이 달라 그러한 제도의 일치를 볼 수 없

는 상황에서는, 조세조약 등의 국제거래를 다루는 법규가 정면으로 자본과 부

채의 구별을 정하지 못한다면, 위 이자로열티지침 제4조와 같이 기존의 국제

법규상 소득구분에 예외를 둠으로써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의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어떠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EU의 

이자로열티지침 제4조와 같이 이자소득으로부터 원천지국의 과세권한을 제한

하는 동 지침의 효력을 배제한다면, 원천지국이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우선

적 과세권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자본과 부채의 개념에 손을 대

지 않고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통하여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만을 조정하려

고 한다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 배분의 문제가 남는다.  

 

제4절 조세조약상 자본과 부채 구별 논의361 

 

 
361  우선 자본과 부채 논의에 있어서 OECD모델조세조약이나 그 주석서를 논거로 삼
을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국내법상 직접적인 해
석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행정해석 등에 있어서 사실상 향력을 가지는 면은 부
인하기 어렵다(이창희, 국제조세법, 120면). 이에 대하여 이의 , “조세조약의 해석 – 비
엔나협약의 기능과 한계, 국내법원 해석의 상호 발전”, 180면 이하에서 OECD 주석이 
가지는 법적 효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의 논자는 OECD주석은 구속력 있는 법이 
아니라 권위 있는 기준(authoritative standard)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에 해당하여 해석

에 있어서 유력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 판결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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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조세조약상 자본과 부채의 구분의 차이 또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조세법상 성격 

규정으로 인하여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에 

대한 논의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법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362 

현재의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그 주석서는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이중과

세 또는 이중비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363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이자소득

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 보지만, 배당소득의 정의에서는 원천지국의 

국내법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자소득의 정의는 그 자체로 자족적(自足

的)인 해석이 가능한 문언 구조이기는 하다.  

 
OECD 주석서를 보강논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자면, 대전고등법원 
2012누1165 판결(2013. 9. 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42판결(2012. 6. 15. 선고) 
등 참조. 

362 이하 제7장 제3절 5.항에서 보듯이 OECD의 BEPS Action 2에서도 하이브리드증권의 
분류에 대한 일반론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조
세상 불일치를 조정하는 연결규정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Bundgaard,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in International Tax Law”, 224면도 같은 취지. 

363  모델조세조약 및 그 주석서에서 하이브리드증권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으며, 과
소자본세제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할 문제로 가장된 자본(disguised capital)으로 하이브

리드증권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도이다. OECD, “Thin 
Capitalization” (1986), 11문단 참조. 또한, 위 제3절에서 본 EU의 이자로열티지침 제4조
의 문언 구조처럼 조세조약에서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이나 과세방법을 명
문으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드물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이러한 문언은 
없고,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드물다(아래 각주 389번에서 보게 되는 2012. 4. 23.자 
독일-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독일이 지급지국인 하이브리드증권은 독일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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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세조약의 문언에서 이루어지는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이

자소득의 해석론으로 364  하이브리드증권을 접근하여 보는 논의들이 존재한

다. 365  이하에서는 이러한 조약상 이자와 배당 구분의 일반론을 하이브리드증

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견해들을 살펴 보고, 특히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서 자

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의 ‘이익참가권’이 있는 경우나, ‘전환권’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논의가 얕게나마 존재하므로 이를 살펴 본다. 

 

2. 모델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의 판단기준 – “corporate right test”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364 하이브리드증권 관련 소득이 모델조세조약 제21조의 기타소득(Other Income)으로 의
율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대개 OECD 모델조세조약 제21조의 기타소득은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어서 하이브리드증권 관련 소득이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Bundgaard, 위 책, 154면. Vogel, 위 책, 1072면 12a문단도 근본적으로 기타소득의 적용범

위는 좁다고 본다. 

365  이 논문은 모델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조항 및 제11조의 이자조항과 그에 대한 주
석서의 문언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증권의 소득구분을 시도하는 문헌들을 참고하 다. 
이러한 논의로는 Martin Six, “Hybrid Finance in the Double Tax Treaties”, SFB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Discussion Paper No. 21.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137842 에서 검색 (검색일 2020. 7. 2.), 2
면 이하와 Bundgaard, 위 책, 137면부터 157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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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조에서 배당은, 채권366(債權, debt claim)이 아니면서 이익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식, 수익증권(‘jouissance shares’)367 또는 수익권(‘jouissance right’), 광업지분, 설립자

로서의 주식 또는 기타 분배하는 회사의 거주지국법에 의할 때 주식으로부터의 소

득과 같이 과세되는 기타의 회사적 권리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위 조항에서 배당소득을 정의할 때 기타 권리(‘other rights’)나 기타 회사적 권

리(‘other corporate rights’)와 같은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므로, 문언구조상 그 자

체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완전한 정의가 아니다. 오히려 ‘채권(‘debt-claim’)이 

아닌 권리’라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남은 개념

을 자본으로 삼는 문언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주석서(Commentary)도 

OECD 회원국들의 다양한 국내법들의 차이를 고려할 때 배당소득을 완전하고 

자족적으로(fully and exhaustively)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368 

회사제도는 국가마다 제각각이고, 계약법에 비하여 차이가 더 크기 마련이다. 

 
366  이러한 ‘debt claim’이란 용어는 제11조의 이자소득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이고, 
제10조의 배당소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EU의 이자로열티

지침에서도 이자소득의 핵심개념이다. 여기서 ‘debt claim’은 소비대차계약이나, 사채(社
債) 등 회사법적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이 논문에서는 광의의 ‘부채(負債)’{권
리자의 입장에서는 ‘채권(債權)’}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67  ‘jousissance share’라 함은 좌수가 있는 신탁수익증권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
인다. 이창희, 국제조세법, 538면 각주 48. 

368 OECD 주석서, 제10조, 문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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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델조세조약 제10조의 문언은 배당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내국법’

에 의할 때 ‘주식’인 권리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shares’)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살펴보게 하므로, 문언 및 정의구조상 원천지국 조세법을 고려하게 만든

다.369 

모델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주석서 제10조 문단 25가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 문단은 제10조는 ‘배당’뿐만 아니라 대주가 ‘사실상 회사

의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로 인한 이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

이다.370  이와 관련하여 주석서는 대주가 어떠한 기업의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제반 사정의 예시를 들고 있다. 다만, 

 
369  원천지국의 조세법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위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은 ‘분배

하는 회사의 거주지국법에 의할 때’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에서 
‘which is’ 부터 끝까지 부분). 이와 관련하여, 이 제10조 제3항의 단서 조항(‘which is’ 
이하 부분)이 모든 배당의 정의를 제한(또는 수식)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적 권리로

부터의 소득(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부분만을 제한하는지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후자의 견해(즉,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후단의 ‘다른 회사적 권리로부

터의 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범위에서만 지급지국의 조세법상 취급을 고려하겠다

고 보는 것)가 유력하다. Six, 위 글, 4면. Vogel, 위 책, 656면의 문단 199도 제10조 제3
항의 해석에 있어서 ‘other corporate right’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기타의 
회사적 권리’에 대하여는 지급지국(원천지국)에서의 조세법상 판단이 거주지국을 구속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원천지국의 법해석이 거주지국을 구속하는 범위

는 ‘주식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에 국
한되고, 조세조약에서 ‘회사적 권리(corporate right)’의 전반적인 해석에까지 원천지국의 
판단에 거주지국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좁게 보는 견해도 있다. Six, 위 글, 
5면.  

370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0조 문단 25에서는 ‘대주(貸主, lender)가 회사의 위험을 공
유하는 경우 배당으로 본다’고 해석하면서, 모델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은 ‘차주(debtor)
의 이익에 참여하는지를 불문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언듯 보아 
모순되고, 위험공유 또는 이익참가가 어느 정도이면 이자이고 어느 정도이면 배당인

지에 대한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는 아
래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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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371 

- 대출이 그 기업 자본에 대한 다른 투자금(또는 소멸된 중요한 비중의 자본을 대

체하는 자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이고 기업의 상환재원과 비교되지 않는 경

우; 

- 대주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그러한 대출의 상환이 다른 대주들에 비하여 후순위이거나 배당의 지급에 대하여 

후순위인 경우; 

- 이자의 지급여부나 그 수준이 회사의 이익에 달려 있는 경우; 

- 대출계약이 상환에 대한 확정기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the loan very heavily outweighs any other contribution to the enterprise’s capital (or was taken 

out to replace a substantial proportion of capital which has been lost) and is substantially 

unmatched by redeemable assets; 

- the creditor will share in any profits of the company; 

- repayment of the loan is subordinated to claims of other creditors or to the payment of dividends; 

- the level or payment of interest would depend on the profits of the company; 

- the loan contract contains no fixed provisions for repayment by a definite date.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하이브리드증권의 속성들이다. 이는 만기와 후순위성을 

살펴 본다는 점에서 신용평가기준이나 BASEL 기준과 유사하며, 그 외에 기업

이익을 이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모델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을 제11조의 이자소득로부터 

구별해 내는 핵심 개념은 ‘회사적 권리’(corporate right)이다. 이러한 회사적 권

리는 위 주석서 25문단에 의하여 ‘이익참가권한’으로 구체화된다. 배당소득 수

령자의 사업 위험은 통상적인 주주의 수준이거나 그에 근접하여야 하고, 단지 

 
371 주석서, 같은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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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이라는 일반적인 채권자의 수준은 넘어야 할 것이

다. 이익연계사채는 사업결과에 따라 수령금의 범위(즉, 이익)가 제한되거나 

증가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본은 기업이 도산상태에 처하지 아니하는 이

상 상환을 예상하는 것이므로 부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통상적인 주주

와 같이 투자금 전부의 손실도 가능한 수준이어야 모델조세조약상 자본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372  이러한 위험 및 손실 경중 비교의 차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 이익을 향유하거나 손실(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회

사의 경우 투자금을 한도로 하지만)의 부담을 지는지와 청산시 후순위로서 잔

여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의 징표가 위 문단 25에서 예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해석론에 의하게 될 경우, 이익에 참가할 수 있고 잔여재산에 대

하여도 권리를 가지는 상당한 후순위의 하이브리드증권이라면 제10조에서의 

회사적 권리(corporate righ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모델조세조약의 해

석론으로서는 부채로 구별되기 어려울 것이다. 모델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

조의 문언구조상 ‘채권 또는 부채(debt claim)’가 아닌 것이 배당소득으로 의율

되기 위한 조건이므로, 조세조약의 문언구조상 회사적 권리와 부채는 일도양

단적 관계게 있는 바, 실제로는 위 문단 25에 예시된 이익참여권한, 후순위성, 

과소자본여부, 확정만기존부 등이 모두 ‘부채(debt claim)’인지 ‘회사적 권리

(corporate right)’인지 여부의 일도양단적 판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향을 미

친다고 불 수밖에 없다.  

 

 
372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1997), 651면 189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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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의 판단기준 – “debt claim test” 

 

제10조에서 ‘배당’의 정의가 원천지국의 법을 살펴 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

리, 제11조의 ‘이자’의 개념은 문언구조상으로는 그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모

양을 갖추고 있다. 

3. 본조에서 이자라는 용어는 모든 종류의 채권(債權, debt claim)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하고, 담보가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할 권한을 가

지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특히 정부채, 사채 또는 채무상품373으로부터의 소

득을 의미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배상금은 본조의 취지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and debentures. Pa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이와 관련하여 OECD 주석서 제11조 문단 21도 이자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포

괄적이며(‘in principle, exhaustive’), 원천지국법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自足的)

인 정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OECD 모델조약상 ‘채권’(‘debt-claim’)의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이

상 이를 구성요소로 하는 ‘이자(소득)’의 정의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모

 
373 ‘indebtedness’의 번역에 대하여는 이 논문 각주 35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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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조세조약의 제10조 및 제11조의 문언구조가 ‘채권’(debt claim)인지 여부가 먼

저 선결되고 그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소득은 ‘이자’이고 아니라면 ‘배당’이 

되는 구조이므로, ‘부채’의 개념 정의는 선결문제이다.  

모델조세조약 제11조의 이자소득의 개념 중 핵심 부분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

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인데, 예금, 현금, 정부채, 사

채 및 (기타) 채무상품(debenture)이 포함됨은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되어 있으

나,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가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OECD 주석서는 대출채권의 보유자가 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원금 이상의 모

든 지급을 이자로 보고 있다. 374  전통적인 견해로는 ‘채권’ 또는 부채’는 가급

적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375  이 견해에서는 이자는 널리 자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대가(the remuneration received for making capital 

available)를 의미한다고 보는데,376  이와 같이 부채를 넓게만 보면 자본과 구별

하는 선을 그을 수가 없다. 합리적인 ‘채권’ 개념의 제한을 위하여 고민하자면 

이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 ‘기초되는 권리’(underlying claim)가 필요한 것

은 분명하다.377  그러나 기초되는 권리가 무엇이어야 부채이고 어떤 것이면 자

본인지에 대하여는 모델조세조약이나 주석서에서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자소득에 대한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에서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소득

 
374  문단 20은 “대출을 일으키는 기관이 인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 이상으로 지급

한 모든 금액, 즉 이자 및 발행시점과 상환시점에서 지급하는 할증금(all that the 
institution issuing the loan pays over and above the amount paid by the subscriber, that is to say, the 
interest accruing plus any premium paid at redemption or at issue)”이라고 하고 있다. 즉 대출

로 인한 원금 이상의 지급이면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조세조약상 이자지급으로 취급

한다는 의미이다. 

375 Vogel, 위 책, 732면 59문단. 이 책에서는 채권(debt-claim)은 최대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376 Vogel, 위 책 731면. 56문단 
377 Vogel, 위 책, 문단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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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과세 논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익참가부사채 및 전환권에 대한 

기술이다. 제11조 문단 19는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이자는 통상적으로 배당

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되고 이자로 취급되어야 하나, 사실상 기업위험을 공

유하는 대출(‘if the loan effectively shares the risks run by the debtor company’)로 인한 

지급은 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석서 제11조의 문단 19는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도 그 사채가 실

제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배당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

다. 전환사채에 대한 논의는 이하에서 살펴 보는 미국세법 제1275조에 따른 

조건부지급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단위로 삼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

이 있는데, 조건부지급인 전환권을 분리하고 평가하여 미리 소득에 반 시키

게 되면 그러한 소득에 대한 조약상 취급을 고민할 문제가 되는 것이나, 분리

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이상 실제 전환시점

까지는 하나의 부채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이자 및 기업이익공유에 대한 주석서의 견해를 고려할 때, 

부채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상환권’(채무자 입장에

서는 상환의무)이라는 견해가 있다.378  즉 회피할 수 없는 원본상환의무가 있으

면 부채이고, 그 이외의 이자 지급이 기업이익에 연계되는지 여부는 부채로서

의 성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면 하

이브리드증권 중 무조건적인 상환권한이 없는 구채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378 Jacob Bundgaard, 위 글, 141면; 또한, 위 책, 150면에서는 Rotandoro, Carmine “The Right 
to Redemption as a Key Characterization Factor in the OECD Model Convention Passive Income 
System – The Case of Reverse Covertibles”, Derivatives & Financial Instruments Vol. 2., Issue 5 
(2000). 267면을 인용하고 있다. 이 견해는 전환사채에 대한 주석서의 기술은 전환사채

가 전환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그 사채금액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상환에 대한 권
리가 있으나, 전환 이후에는 그러한 상환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당으로 취급되고, 이
러한 기준점은 무조건적인 상환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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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부채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즉, 자본으로 보고 그로 인한 지급은 배

당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다른 역에

서의 논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원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기채일수록 원본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자지급의

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시되며, 이러한 문제는 하이브리드증권에서 두드러

진다.  

 

4. 모델조세조약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계선 – ‘이익참가권한’과 

‘사업위험 공유’의 구별 

 

모델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별에 관하여 가장 모호한 부분은 

‘이익참가권한’이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는 여기서 항을 바꾸어 살펴 본

다.  

먼저, 위 OECD 모델조약 제11조 제3항은 이익에의 참여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자소득으로의 분류 여부와 무관하다고 하고 있으나(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주석서는 ‘대출이 사실상 채무자 회사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면(if the loan effectively shares the risks run by the debtor 

company)’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379  따라서, 조세조약과 

 
379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1조 문단 19. 또한, 앞서 본 주석서 제10조의 문단 25도 
배당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조세조약 제
10조가 적용된다고(즉, 배당소득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대출에 대하여 “기업의 성공 
여부에 주로 의존하는 상환(repayment depends largely on the success or otherwise of the 
enterprise’s busines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제10조 문단 25는 주석서 제11조 
문단 19와 결부지어서도 이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이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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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를 조화롭게 읽으려면 이익참가권한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자본이 되

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익참가권한으로 인하여 당해 하이브리

드증권을 자본으로 볼 정도(즉, 채무자의 위험을 공유하는 수준)에 이르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것이 ‘채무자의 위험을 공유하는 수준’인가? 여기서, 단순한 이익참가

가 아니고 주주가 부담하는 정도의 기업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

며, 당해 기업의 ‘청산절차’에도 참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고 있다. 380  이 견해는 (자본이기 위하여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 비하여 

후순위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381  그러나, 기업이익의 참여나 청산시의 잔여재

산에 대한 참여, 후순위 여부 등도 일도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

므로 여전히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모델조세조약의 일반론으

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별을 시도하는 견해들은 하이브리드증권의 지배

권(control right; 주주권을 의미하게 됨)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요건이 되지 않

는다고 보고 있다.382  이 견해는 경제적 관점 – 즉, 사업이익의 참여 내지 공유 

- 을 중시하고 경제적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주주권은 고려하지 않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익참가권한’은 모델조세조약상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의 

 
상적으로 배당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되고 이자로 취급되어야 하나, 사실상 채무자 
기업의 위험을 공유하는 정도에 이르면 배당소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80  Six, 위 글, 5면. Vogel, 위 책, 653면 문단 192 및 654면 문단 195에서도 청산결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별되

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381 Six, 위 글, 5면 

382 Six, 위 글, 6면; Vogel, 같은 책, 651면, 각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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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율이 중첩되는 역이며, 하이브리드증권의 조세조약상 분류에 대하여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383  모델조세조약의 해석론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익참가권

한이냐의 구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만 참여하는

지 아니면 손실도 참여하는지,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과정에 평상시

만 참여하는지 아니면 청산시만 참여하는지 등이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서도 분명한 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자만 기업의 성과에 달

려 있는지 또는 원본의 상환까지 기업의 사업성과에 달려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적어도 주석서의 양 문단을 논리적으로 읽는 해석론으로는) 일리

가 있다.384 

 

5. 조약의 한계 및 자본/부채 구별의 불일치의 극복을 위한 노력 

 

이러한 조세조약 개념에 따른 자본과 부채의 구별 논의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

여야 할 점은 조세조약 해석의 특징 및 한계이다. 조세조약은 각국의 국내법

과는 독립적으로 독자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적으

로는 조세조약은 단순하고 간결하여 다양한 법원(法源)을 고려한 보충적 해석

 
383 Six, 위 글, 7면. 

384 Six, 위 글, 7면은 청산절차에서도 참여하는 이익참가부 하이브리드증권은 조세조약

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취급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대로, 이익참가권한

에 대하여만 기업위험을 공유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조세조약상 부채로 보겠다고 결
론을 내리고 있다. 후자의 논리는 원본에 대하여는 (기업도산이 아닌 한) 보장이 되고 
이자조건(이익참가조건) 부분만 기업성과에 따라 경제적 결과가 달라 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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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역이며, 나아가 각국의 국내법의 향도 배제하기 어렵다.385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하여도 배당소득에 대한 제10조의 ‘회사적 권리’는 명

문으로 지급지국(원천지국)의 국내법이 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더라도 지급지국이나 수령지국의 조세법이나 

계약법 등 사법(私法)의 향을 받는다. 실제로 지급지국이나 수령지국의 법원

에서 자국의 법개념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을 해석하면 그에 대한 불복 수단이 

 
385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이 조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 조약이 적용될 대상 조세와 관련하여 정
하여진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경우 조세관련법규는 다른 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조세조약의 문구처럼 전형적 조약은 조약에서 달리 정
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조약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내법에서 가지는 의미(lex fori)에 따
라 해석한다고 정한다. 이창희, 국제조세법, 133면 이하. 다만, 모델조세주약 주석서 제
3조 문단 12는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의 법문도 고려한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참고로, 이의 , 위 논문, 184면 이하에서도 조세조약 해석상 어느 한도까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내법 적용에 의한 해석은 ‘정의되지 
않는 용어의 의미’에 한정되고, 판례나 법률에 따른 법리 또는 원칙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해석과 관련하

여, 이는 조약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국내법의 향은 제한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논술하고 있다. 

한편, 원론적인 의미에서 조세조약은 각국의 국내법의 개념과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들도 있다. Six, 위 글, 3면. 이러한 견해는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
3항의 배당조항처럼 국내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자체의 문언에서 독자적으로(autonomously) 그 개념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델조세조약이 충분히 상세하지 아니하므로 모델조세조약

의 해석이 어느 법정에서건(거주지국이든 원천지국이든)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법정

지국의 법률개념 및 체계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독
자적 해석 논의는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나, 간단한 조세조약의 문언

구조의 한계와 현실적인 법집행 절차와 판단자들을 고려할 때 조약의 양 체결국의 국
내법상 의미에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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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치 않다.386  또한 현실적인 조세조약 제∙개정의 절차적∙기술적 어려움을 고

려하더라도 조세조약을 통하여 세세한 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조세회피 등의 

조세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어렵다.387 

다만, 하이브리드증권거래에서 이러한 조세조약의 한계를 이용한 재정거래또

는 차익거래(arbitrage)에 따른 이중비과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해 하에, 특별

히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조항 적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첫째로, 최근의 OECD의 BEPS 프로젝트 및 각국의 내국법에의 도입 경향은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준을 정립하기 보다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과 하이브리

드증권에 대한 조세법상 취급이 국가별로 다른 것을 전제로 하여 하이브리드

증권에서의 조세법상 성격불일치(또는 미스매치)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해소하

는 연결규정을 각 국의 국내법에 정하는 방향이다.388  그러나, 이는 자본과 부

 
386  Avi-Yonah도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원천지국의 과세관할을 제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하 다. “Tax Competition, Tax Arbitrage, and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23면. 거
주지국의 과세도 거주지국이 스스로 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감내하면서까

지 강행한다면 방지하기 어렵다.    

387  이러한 한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부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번 조세조약 개정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은 이중

과세방지에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거주지국의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일 수 없다는 점, 상대방 국가가 신경쓰지 아니하는 조세회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조약개정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한 것이다. 
Bundgaard, 위 책, 220면.  

388 OECD의 BEPS Acion 2에서의 3단계 접근방식은,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조세법적 
성격의 불일치(미스매치라고도 한다)를 이용하는 각국 법규상 흠결을 조정하고(1단계), 
우선적으로 당해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관할권이 있는 국가가 이러한 불일

치를 허용하는 조세혜택을 부인하는 우선적 연결규정을 도입하며(2단계), 이러한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하는 방어적 연결규

정을 두는 것이다(3단계). Reinout de Boer & Otto Marres, “BEPS Action 2: Neutrali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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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구별 자체를 시도하는 논의는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로, 양국간의 조세조약은 아니지만 앞서 제3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U 이자로열티지침 제4조에서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 따른 원

천지국의 과세를 금지하는 동 지침의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012년의 독일-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의정서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는 

독일이 원천지국이 될 경우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예외 규정을 두었다.389  이러한 독일-룩셈부르크 조약 의정서는 이익참

가권한을 가지면서 독일에서 지급액에 대한 손금산입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

드증권의 경우에 원천지국인 독일의 과세 권한을 인정한 것이기는 하나, 조세

조약을 통하여 양국의 자본과 부채 구별방식을 망라하여 정리한 것은 아니므

로 부분적 대책에 불과하다.  

셋째로,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도 이중비과세도 아닌 1회의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단일과세의 원칙(The Single Taxation Principle)’을 국제법으

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국제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390  현실적으로는 이중비과세를 금지하

 
Effects on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Intertax, Vol. 43. Issue 1. (2015), 17면.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조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논문 제7장 제3절 5.항 참조. 

389  2012. 4. 23. 개정된 독일-룩셈부르그 이중조세방지조약 의정서(protocol) 2.1조. 이는 
‘이익참가권한이 있는 대출 또는 권리(익명조합과 차주의 이익에 연결된 이자율을 가
진 대출이나, 이익참가부사채를 포함함)로부터의 소득이고 이러한 이자나 배당이 독일 
지급자의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 또는 제11조의 
이자소득 조항에 불구하고, 독일은 과세 권한을 가져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
하여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 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원천징수(세율: 26.375%)이 적용되게 되었다.  

390  Avi-Yonah는 ‘단일과세의 원칙’(The Single Tax Principle)은 국제조세체제(International 
Tax Regime)로서 국제관습법이라고 본다{Avi-Yonah, “Tax Competition, Tax Arbitrag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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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과세의 원칙이 당연히 국제법적 지위에 이르 다고 보는 견해는 소수

견해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각국이 스스로 조세조약이나 내국법을 통하여 이

중비과세를 통한 조세차익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할 문

제로 보인다.391392 

 

 
International Tax Regime”, Public Law and Legal Theory Working Paper Series, No. 73 (2007), 3
면, 16면 등}. 이러한 단일과세의 원칙은 1920년대에 국제조세체제를 구성하는 이중과

세방지의 전통적 목적에서 유래하고, 이는 국제거래에서 지나치게 과소한 세금이 부
과되거나 아예 비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한다(같은 논문, 16면). 
그러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각각이 자신의 과세권 및 자국의 거주자와 기업의 효율

성을 추구하면서 국가간 과세권 배분의 결과로 인하여 조세회피로 이어지는 이중비과

세도 방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과연 이러한 현상이 국제법에 이르는지

는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Rosembloom은 이러한 국제조세체제는 가상적이며 실
제로 이를 강제하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고 하 다. Rosenbloom, “Cross-Border Arbitrag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115면.  

391  이중비과세 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과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는 것
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각국 주권의 역이라고 보는 견해로, 
Laguna, “Hybird Financial Instruments, Double Non-taxation and Linking Rules”, 75면 내지 81
면. 각국의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이 스스로의 과세권을 자제하고, 거주지국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각국이 과세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되 조
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된다. 이창희, 국제조세법, 82면.  

392  다만, 2017년의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전문은 조세조약의 목적으로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감면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을 들어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 문구만으

로 이중비과세 방지가 조세조약의 목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다만 조약이 조세회피

에 이용되는 것은 조세조약 목적의 범위 밖이라는 언급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로 
Laguna, 위 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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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구분을 위하여 자본의 

핵심 징표를 ‘회사적 권리’(‘corporate right’)로 보고 ‘부채’(‘debt-claim’)의 개념

과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정립된 논의

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조약 해석에 각국의 내국법이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별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393  

현재의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석서 제10조 문단 25의 ‘사실상 회사의 위험을 공

유하는’ 경우의 예시나 이익참가권한에 대한 주석서 제11조 문단 19 등에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모델

조세조약의 해석론에 근거하여 자본과 부채의 구분을 시도하는 견해들은 기업

의 경제적 이익 또는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회사적 권리’의 기준으로 삼는 경

향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의결권이나 지배권은 덜 중시하는 경향이다. 

하이브리드증권의 조약상 지위에 대하여도 현재의 모델조세조약이나 해석론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류나 상세한 

정함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이다.394  조세조약이 비교적 간단한 

문언으로 되어 있고, 다자간 조약망을 구성함에 있어서 모든 각국의 조세법상 

 
393 Bundgaard, 위 책, 156면도 같은 취지. 

394  Bundgaard, 위 책, 157면도 같은 취지. 결국 위와 같은 모델조세조약 제10조 및 제
11조의 해석론은 유일하거나 완전한 조세조약 해석론이 될 수 없고, OECD 등의 국제

기구는 이와 같은 자본과 부채 구별 기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

다. Parada, “Is it debt or is it equity? The problems with using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Tax 
Note International (2014. 4.), 356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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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제도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조약을 미세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조세조약에 따른 자본과 부채 구분에 따른 불일치 해

결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자본과 부채의 구분의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받

아들이고, 자본과 부채 구분의 불일치 또는 미스매치로 인한 국제적 이중비과

세를 방지하는 것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BEPS Action 

2의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연결규정이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한계

를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서의 차익거래의 문제는 국내법에서부터 

그 차이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규정보

다 자본과 부채 구분에 대한 통일된 실체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경제적 실질차원에서 자본과 부채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과 부채 요소를 ‘배분’하여 일부 자본으로, 일부 부채로 인정한다면, 하이

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지급 중 일부는 이자로 일부는 배당으로 구분되게 되므

로 극단적으로 전체의 성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중과세나 이중비과

세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어느 일국만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안에서 (부분적인)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국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국제적

으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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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비율적 배분법의 도입가능성  

 

제1절 우리 현행법상의 자본과 부채의 구분 

 

1. 발행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통합법395적 일도양단 

 

우리나라 역시 하나의 금융상품에 자본과 부채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하

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방법을 정하지는 않고 있고, 일반적인 소

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주식 또는 사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법형식과 다른 조세상 소득구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396  아직까지 하

 
395  여러 개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금융상품의 각각을 분리하여 각 부분별로 과세하

여 과세결과를 합하는 것을 분리법(分離法, Bifurcation)이라고 하고,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로 보아 제일 가까운 소득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통합법(통합법, Integration)이
라고 한다. 분리법과 통합법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6장 제2절 2.항 라.에서 논한다. 

396  금융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의 한 예로, 대법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

주식을 매수한 회사의 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

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
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한단하

여야 한다’는 종합고려형 판단을 하면서, 자기주식 취득 거래가 금지된 자사주 거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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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리드증권의 대표적인 속성인 만기, 후순위성, 지급임의성 또는 전환조건이

나 손실흡수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법형식과 다른 소득구분을 한 사례는 발

견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자본과 부채를 법형식에 따라 일도양단적으로 구

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채권형 하이브리드증권(신종자본증권)에서 얻는 이자는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고, 상

환우선주에서 얻는 배당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1호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

터 받는 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적 형식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분된다

는 것이 과세당국의 원론적 입장이다.397 

 
서 무효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 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안에서 법형식(자기주식 매매)을 존중하는 결론을 내렸다. 

397 추가적으로, 법형식을 따른 사례로, 대법원 2010. 3. 15. 선고 2007두20867사안에서는 
– 주된 쟁점은 업무무관차입금 여부이기는 했지만 - 은행 BIS 비율 확충을 위하여 발
행한 후순위채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하 다. 또한, 국세청은 BASEL II 기준에 따른 은
행 발행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사안에서 손금인정을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
다(서이 46012-104010. 2003. 3. 4.).  

상환우선주 거래를 법적인 형식을 존중하여 자본거래로 간주한 사안을 보면, 상환우

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

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사례

(법규법인2010-0015, 2010. 2. 11.),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

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원천세과-
2385, 2008. 10. 30.),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

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

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본 사례(서이 46017-10416, 2002. 3. 7., 법인 46012-2019, 1993. 7. 8.)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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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세관청은 회계상 분류에는 구속되지 않고 법형식을 존중하고 있다. 국

세청 질의회신 중에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 원화 표시 하이브

리드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상 이익잉

여금 감소액으로 회계처리하 음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한

다고 보았고, 398  해외의 특수목적법인(SPC)이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동 특수목적법인은 해외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증권을 발행한 경

우, IFRS 하에서 기업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지를 불문하고, 조세상 이자로 

취급함을 밝힌 바 있다.399   

 

2.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통합법적 일도양단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따른 분류과세 제도를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400  개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세법에 소득

으로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소득구분은, 이자소득의 핵심 개념은 

 
398 질의회신. 법인세과-1012 (2011. 12. 19.). 

399  채권 형식의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다는 법인세과-636 (2011.08.31.);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

차금은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는 내용의 법인세과-747 (2012. 12. 6)도 
같은 취지.  

400 이창희, 세법강의,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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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사용의 대가’로 삼고,401  배당소득의 핵심 개념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

당 또는 분배금’이거나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으로 보면서, 402  어떠한 금융상품이 양자 사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일도양단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하이브리드증권 중 자본과 부채의 요소 구별

에 대한 규정은 아니나, 파생상품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파생결합증권403  중 

일부 상품과 파생결합사채 404 (이를 이하 이 논문에서는 총칭하여 “파생결합증

권 등”이라고 부른다)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과세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상품별

로 통합법적 관점에서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의 분류를 행하고 있다. 사

실 아래에서 보듯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파생결

 
4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40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 

403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이러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은, 파생상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투자금 이상의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
니한다는 의미이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즉 파생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표창하되, 
증권이라는 투자상품이 되어 투자금 이외의 손실부담의무가 제한되는 것이 자본시장

법상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의 개념을 소득구분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5의2호 및 동 시
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404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는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를 사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이를 파생결합사채라 부른다. 송옥렬, 상법강의, 1187면. 이 조문은 사채발행의 근
거규정을 상법에 둠으로써 실무상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 
다양한 파생결합사채의 내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 같
은 책, 1188면.  



176 

 

증합증권 등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파생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논리적인 귀결을 위하여는 파생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본원적 해결이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파생거래에 대한 과세제

도는 완전한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이상 현금주의 이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05  법인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

액은 변화하지 않는데, 따라서 특별한 거래기간 중간의 소득 인식 없이 결제 

시점에서야 법인 전체의 소득으로 통산하여 일반법인세로 과세하는 틀을 가지

고 있고,406  이러한 상황에서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과세제도는 개별 상품

 
405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에 대하여는, 이창희 세법강의 
912면 이하. 이창희, “파생금융 상품의 과세문제” (1996), 135면은 완전한 시가평가 없이 
파생상품과세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 고, Raskolnikov, “Reforming 
Derivative Taxation”, Corpoate Business Taxation Monthly (2012), 31면은 시가평가 등으로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 현재 소득세법과 파생금융거래과세가 일관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에서의 파생상품과세제도가 법적 형식(선물인지 
스왑인지 등의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일관성이 없는 문제(Inconsistency)가 있으

나, 파생상품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그 효과를 증픅시킬 수 있고, 따라서 세율이 높거

나 낮더라도 조세로 인하여 수익과 위험이 줄어든 만큼 거래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어

서 세율의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Schizer, “Balance in the 
Taxation of Derivative Securities: An Agenda for Reform”, Columbia Law Review, Vol. 104, No. 7 
(2004), 1897면 내지 1990면. 

406  법인세법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특별한 
평가 규정이 있어야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파생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
합금융상품에 대하여도 특별히 세법에서 익금 또는 손금의 산입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한, 현금 결재시점서야 거래손익이 소득으로 인식되게 된다. 이 한, 강남규, “파생금융

상품 과세에 관한 연구”, 412면. 한편, 손 철, “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1(2)호 (2015), 75면은 파생상품 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는 세법상 ‘파생상품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차액결제와 현물결제 사
이의 조세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세청도 파생거래에서 중간의 소득 인식 없이 결재시점에서야 소득으로 인식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채권의 상환시점에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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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특별히 세법에서 평가나 익금 또는 손금의 산입을 명시하는 경우(법인세

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열거하는 평가 되는 유가증권)가 아닌 한 현금 

결제시점에서야 거래손익이 소득으로 인식된다. 407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으로

도 파생상품 및 파생부채는 전문적인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 및 기타 금융회

사는 환위험회피목적 파생거래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 과세

가 제한적이다.408 

이러한 제도의 틀 하에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① 법인세의 

경우 파생적 요소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지, 분리하지 아니한다

면 금융상품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평가하면서 과세할지, 아니면 중간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산시 현금주의를 따를지가 문제되고, ② 소득세의 경우 

 
와 관련 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

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는 2014. 9. 1.자 법규법인 2014-401 사전답변 참
조. 

407  우리나라에서 파생상품과세에 대하여는 거래세를 부과할 것인가와 인식시기에 대
한 논의는 있으나, 하이브리드증권 또는 복합금융상품에 있어서 어떠한 파생상품을 
분리할 것인지의 논의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과도

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우려 가운데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할지

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로는 정유석, “파생상품시장과 거래의 역사적 발
전과정에서의 과세방안 연구”, 경 사학 제28집 제4호 (2013). 이 한∙강남규, “파생금

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파생상품거래세와 파생결합증권 과세를 중심으로-, 2010
년 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2010). 홍범교∙김태정, “파생상품

과 과세소득에 대한 연구”, 경 교육저널 제18권 등 참조. 한편, 현재까지도 일부 
KOSPI 200지수를 추종하는 선물∙옵션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파생상품거래세는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408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에 한하여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및 시
행규칙 제37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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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천별 소득구분을 하여 소득별로 과세하므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항

목으로 삼거나 별도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의 항목을 규정하지 않으면 과

세가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을지, 

파생적 요소를 분리하여 주된 금융상품과 별도의 과세단위로 삼을지, 아니면 

과세하지 아니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은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통합법(Integration)적 관점 

– 즉 거래 또는 금융상품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소득 유형에 가장 가까운지를 

판단함 – 에서 일도양단의 소득구분을 행하고 있다.409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의 태도는, ① 법인세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금융기관 및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은 환헷지를 위한 파생거래를 제

외하고는 파생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상품의 청산시점에야 현금주의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10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같이 채무상환을 대신하는 

지분상품 관련 파생적 요소에 대하여도 발생주의나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은 마찬가지의 태도이다.411 ② 소득세법에서는 KOSPI 200 선물∙옵션과 같은 일

반 개인들까지 빈번하게 거래하는 장내 파생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파생

 
409  파생결합증권의 과세 여부를 통합법과 분리법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점에서는 이

한∙강남규, 위 논문, 432면도 같은 취지. 

410  법인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제2장 제1절 제5관의 ‘손
익의 귀속시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법에 정하여진 방법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의하게 된다.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 및 기타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파생거래는 평
가하여 과세소득으로 삼지 않고,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
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에 한하여 기말에 평가를 하여 과세소득으

로 삼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및 시행규칙 제37조의2. 

411  전환권조정 상각액에 대하여 발생주의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지 않고 만기일 실제지

급시 손금산입한다. 법인 46102-410, 2001. 2. 22. 문성훈, “국내 전환사채의 회계 및 과세

제도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25권 제2호 (2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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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과세되지 않는다.412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과

세하지 않는 것이 다른 소득에 비하여 조세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파

생결합증권은 상품 전체로서 통합법적으로 과세를 하는 규정을 몇 가지 두고 

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도 분리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전체로서 

원금 이상의 이득이 발생한다면(이자 뿐 아니라 상환할증금 포함) 이자소득으

로 과세된다.413  

현행 소득세법상 파생적 요소를 가진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개별적 과세조

항으로는, ① 엔화스왑예금을 계기로 하여 입법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

13호의 이자소득발생거래와 파생상품이 같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

우로서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그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인 

경우’에 원래의 이자부상품과 하나로 보아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과,414  ② 개

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및 파생상품

 
412  2014. 12.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6. 1. 1. 이후부터 새로이 파생상품 이익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과세대상이 되는 파
생상품의 범위는 장내파생상품 중 KOSPI 200 선물∙옵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

는 장내파생상품에 국한된다(동 시행령 제118조의2 제4호, 동 시행규칙 제76조의2).  

413 소득, 재소득46073-86 (1997.05.19.). 

414  엔화스왑예금은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엔화를 취득한 다음 이를 외화예금계좌에 
일정기간 예치하고 이 기간종료일을 이행일로 하여 엔화를 매도하는 엔화선도계약을 
은행과 체결하는 구조 다. 이를 통하여 투자자는 엔화예금에서 발생한 소량의 이자

와 매수일과 선도매도일 사이의 환율차익을 얻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과세청은 
예금으로 보아 과세하 지만 대법원은 환차익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
단하 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판결), 그에 대하여 입법으로 대응한 것이

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통합론적(integration) 관점에서 환거래 내지 파생

상품적 요소를 이자소득에 결부시켜 하나의 소득의 유형 간주를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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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증권(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DLS)415에 대한 과세제도가 있다. 한편, 주

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과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지

수채권(Equity Traded Note, ETN)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주권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416  현행법은 ELS 및 DLS에 대하여는 파생결

합증권으로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나, 파생결합증권 중 ELW인 ‘당사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과세범위에서 배제하

다.417  이러한 조문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을 포함하므로,418  ELW를 과세대상 금융상품에서 배제하기 위하

 
415  자본시장법 이전의 구 증권거래법 당시에는 이 DLS를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불 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3 제1항 제8호. 

416  우리나라의 제도는 개별 상품별로 과세방법을 정하다가 자본시장법의 포괄적 파생

결합증권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ELS와 DLS는 과세하되, ELW와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TN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2018. 
2. 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참조). 내용적으로는 개정 전의 ELS 
및 DLS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ELW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종전의 소득세법 규정은 자본시장법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은 구 증권거래법과 유사하게 상품별 규정 체계를 유지하 던 
것인데, 개정된 소득세법 제26조의3 제1항 제1호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의 파생결

합증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원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종
전 체계(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하여는 평가가 엇갈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 
체계가 자본시장법의 포괄적 규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세법적용의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는 취지의 견해로는 이 한∙강남규, 위 논문, 429면이 있고, 한편 자본시장법에 
비하여 소득세법이 제한적 열거 규정을 취하여 과세의 명확화를 기한다는 입장도 있
었다(손 철∙서종군, “금융상품과 세법” (2016), 231면, 232면). 

41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418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0), 37면;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권 (2015) 23
면 참조. 동 주석서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연계증권, 파
생결합증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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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위와 같은 명문의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이다.419  한편, 현행법은 상장지수

증권(ETN)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 그 중 개별 상장 종목의 가

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

장지수증권의 거래이익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420  이와 같이 일부 파

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과세를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은 간접투자로서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일반적 펀드나 ETF등)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

려에 입각한 것이다.421  

한편, 소득세법상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별도 조문을 두어 열거된 파생상품

 
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워런트증권이 ELW이다. 

419  한편, 양도소득으로는 과세될 수 있는데, ELW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
항 제4호의 제정을 통하여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ELW에 대하여만 KOSPI 200 옵
션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양도소득을 과세한다. 국세청, “2017년 개정세법 해설”, 58면 
참조.  

420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이는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xchange Traded Fund)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ETF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과 연계된 ETN에 대하여는 주식 ETF와 동일하

게 매매시점에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다른 ETN에 대하여는 매매시점에 매
매차액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손 철∙서종군, 위 책, 233면. ETF에 대
하여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최종소지자가 가격상승 전체에 대하여 과세부

담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손 철∙서종군, 위 
책, 634면. 

421  손 철∙서종군, 위 책, 649면에서는 직접투자에 따른 소득과 간접투자에 따른 소득

은 서로 다른 성격의 소득이므로 이를 달리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보면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을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당초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모펀드는 적은 수
의 투자자로도(2인 이상) 자유로이 결성이 가능하므로,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유형을 
얼마든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간
접투자에 따른 소득과 직접투자에 따른 소득을 달리 보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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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다.422  이중 KOPSI 200 지수는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것이고, ELW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 제

정을 통하여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ELW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으로 과세

한다.  

이러한 현행 소득세법상 파생결합증권 등의 과세제도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항목 미실현시  
(단순 보유시) 

실현시  
(현금주의) 

처분시  
(양도, 상환 등) 

법인 
법인의 비헷지 파생
거래 

비과세 법인세 과세 (일반
세율) 

법인세 과세 (일반
세율) 

법인의 일부 헷지 
파생거래 
(화폐성외화자산/부
채의 환위험 헷지에 
국한) 

기말 평가에 따른 
과세 

법인세 과세 (일반
세율) 

법인세 과세 (일반
세율) 

개인 
개인의 일반 파생거
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KOSPI 200 선물옵
션 

비과세 해당없음 (즉, 청산 
이전에 실현 없음) 

양도소득 과세 (시
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 

이자소득과 결합된 
동일금융기관 파생
상품 (소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이자소득 과세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배당소득과 결합된 
동일금융기관 파생
상품 (소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배당소득 과세 배당소득 과세 비과세 

개인의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소법 제17조 제1항 5의2) 
ELS, DLS  
(소령 제26조의3 제
1항 제1호 본문)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42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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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소령 제26조의3 제
1항 제1호 단서)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다만, KOSPI 200 
추종 ELW만 과세 
(소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 

ETN (소령 제26조의
3 제1항 제2호) 

비과세 - 상장주식 기초지
수 ETN: 비과세 
- 기타 ETN:  배당
소득 

비과세 

 

3. 소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법규와 실무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가진 하이브

리드증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법형식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하이브리드증권 중 파생적 요소를 가진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하여는 통

합법의 관점에서 가장 유사한 소득 유형(배당소득 등)에 속하도록 명문의 규

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증권 중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에, 

상품별로 논리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개별 종목 주가의 등

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ETN이나 ELW를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상

장주식과 같이 보아 비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상

품이므로 다른 일반적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ELW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신주인수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보기 때문인데, 423  ELW

는 다른 유사한 경제적 실질의 파생결합증권 등(예를 들면 ELS나 ETF)과 같

 
423 이 한∙강남규, 위 논문, 426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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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아야 하는지, 신주인수권과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424  또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개인들의 파생상품거래로 볼 것인지 선택이 어렵다.  

파생거래에 대한 요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내어 평가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적

어도 파생적 요소를 기초지수의 성격에 따라 지분적 파생거래와 채무적 파생

거래로 구별하여야 조세제도의 균형이 잡힐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추

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파생적 요소를 보유하는 하

이브리드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소득세 과세는,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파생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불일치한 조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유형의 소

득(배당소득 등)에 대응시키는 통합법적 관점 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제2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방법의 선택 –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配分法)”의 

선택 

 

1. 총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거나 그 중간의 경제적 

실질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424  현행 소득세법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주식등’으로 규정하여 신주인수권도 주식

과 같이 양도소득이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제94조 제1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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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증권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조

세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하이브리드증권의 소득구분이 문제가 된다. 소득구분

의 문제는 전체로서 소득구분을 할지 아니면 나누어 소득구분을 할지, 나눈다

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구분할지 아니면 전체로서 볼지

는 ‘분리법’(Bifurcation Method)과 ‘통합법’(Integration Method)간의 논쟁이기도 

하 다. 실제로는 모든 요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고, 이미 하이브리드증권 

과세 논의 이전에 ‘소득구분’이라는 개념이 있음에서 당연하게 알 수 있듯이 

완전한 통합도 있을 수 없다. 그 외에 파생거래의 과세문제와 소득인식시점의 

문제도 내재되어 있는데, 이 논문의 주된 쟁점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가볍게 

관련성만 언급한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을 구

분하여야 하며,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도 

이러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증권의 소득구분을 

고찰하면 하이브리드증권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주된 부분이 

자본 또는 부채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조세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성격

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하이브리드증

권의 복잡한 요소로 인하여 실현시점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소득을 과세하

지 않고 현금흐름을 과세하는 ‘소비세제(Consumption Tax)’를 적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수직적 공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의 소득개념에서 시작하는 직접

소득세를 취하는425  현재의 주된 조세제도에서는 금융상품투자로 인한 소득도 

적기에 반 되어야 하고, 그러한 반 방법은 발생주의(full accrual) 및 시가평가

 
425 소득세제의 공평성에 대하여는 이창희, 세법강의, 329면 내지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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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to-market)를 이상으로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러한 원칙으로부

터 이탈하기 위하여는 형평, 효율 또는 집행가능성 등의 다른 논리가 있어야 

한다. 426  그러나 완전한 발생주의 및 시가평가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도입

이 불가능하고 ‘실현주의’라는 어정쩡한 제도에 의존하는 이상, 하이브리드증

권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적

절한 과세기준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으나, 이 글의 주된 쟁점은 아니고 추

후 더 연구할 문제이다.  

이 논문의 주된 주제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기준을 찾고자 하는 것이

고, 특히 자본과 부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단

위의 설정 및 소득구분을 정하는 것이다. 앞서 본 다른 역들(BASEL, 회계 

및 신용평가)의 제도들을 조세상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아니하여 

조세법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적용할지를 논하고자 

한다. 

  

2.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쟁점들 

 

가. 총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에서도 다른 역들(금융규제, 회계 및 신용평가)처

 
426 Reed Shuldiner, “General Approach to the Tax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71 Texas Law 
Review 243 (1992), 248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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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자본과 부채의 구별 및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모든 조세제도가 그러하듯이 하이브리드증권에서도 과세단위의 설정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문제된다. 나아가, 하이브리드증권이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된 파생적 요소를 구별하여 낼지, 구별하지 않으면 손

익의 귀속시기를 금융상품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파생

적 요소의 가치를 고려한 소득의 인식시기에 대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이

브리드증권만의 과세논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파생상품과세논의도 여

전히 조세법상 난제(難題)로 남아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는 주된 주제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방법 및 하이브리드증

권에 대한 소득구분인데,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을 정하기 위하여 

이 논문 제2장부터 제4장까지 다른 역(BASEL, 회계 및 신용평가 등)에서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논의를 살펴 보았고, 제5장에서 미국, EU 및 OECD 모델조

세조약의 논의를 살펴보으므로, 이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소득구분 내지 과세

단위의 설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단계이다. 

 

나. 문제의 원천: 조세법상 불일치(Inconsistency) 및 불연속성(Non-

Continuity)의 존재와 금융상품의 복제 

 

하이브리드증권의 조세문제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발달로 인하여 심화되었다. 금융공학의 발달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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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소별로 분리(Disaggregation)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된 부분을 다른 금

융상품과 재결합(Recombination)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실제 원

금의 이전 없이도 얼마든지 가상의 원금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원금계

약(Notional Principle Contract)427을 사용하여 경제적 결과만을 나누어 가질 수 있

고, 이를 위험재분배(Risk Re-allocation)라고 한다.428  

각각을 상술하자면, 먼저 하나의 금융상품은 2개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 가장 익숙한 예를 들면, 분리가능한 이권(이자표)이 밑에 붙어 있

는 채권에서 이권만 찢어내어 따로 파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이권이 따로 

붙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자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상품

화할 수 있고 이것을 ‘coupon stripping’이라 부른다. 이러한 이자가 특히 확정

 
427  이를 ‘명목원금계약’이라고 번역하는 경향도 보이나, ‘가상원금계약’이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는 번역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상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이라 함은, 다른 정의도 있을 수 있으나 
미국세법상 규정을 근거로 들자면, “어떠한 당사자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지급금액이 
가상원금에 대한 특정한 산식을 기초로 하여 주기적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

한다. 재무부규칙 1.446-3(c)(1)(i). 여기서 ‘가상원금(notional principal amount)’에 대하여

는 “어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금액이 다른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일정한 금액 
또는 재화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대출거래가 아닌 경우”라는 정의가 있다. 재무부규칙 
1.446-3(c)(3). 이러한 미국세법상 정의가 파생금융거래문헌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Anthony C. Gooch and Linda B. Klein, “Documentation for Derivatives”, 4th Ed. Euromoney Books. 
(2002), 359면. 

428 Warren,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460면부터 492면. 여기서 분할(Disaggregation)은 
국고채를 원본과 이자로 분할하는 것과 같이 사채나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거래

를 그 구성요소로 분할하여 각각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결합(Recombination)은 분
할된 요소들을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결합하는 것인데 이자를 특정한 주식의 주가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위험재분배(Risk Re-allocation)는 가상원금계약이

라고 알려져 있는 일련의 금융상품으로서 금리, 상품가액, 환율 등의 위험을 가상원금

을 기준으로 하여 헷지거래(hedging)를 하거나 투기거래(speculation)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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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이거나 나아가 조건부지급(Contingent Payment. 금액

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주가 등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429인 경

우에는 채무상품에서 분리된 금융상품(즉, 이자)을 분리 전 금융상품과 동일하

게 소득구분할지가 문제된다. 또한, ‘재결합’의 차원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소

득 등 기본적인 다른 조세법상 성격을 가진 상품들을 결합하여 다른 상품을 

만들 경우 어떠한 조세법적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430  예를 들어 

분리해 낸 이자를 다른 펀드 등 투자기구를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구성할 경우 

원자산의 성격을 따를지 투자기구의 성격을 따를지도 문제된다. ‘위험재분배’

는 가상원본계약을 이용하여 위험 및 수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투자나 대

출의 원금이 없이도 일정한 대상 원금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그로 인한 결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대상(대출 또는 투자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할지 아니면 파생거래로 취급할지도 문제되는 사항이 된다. 이러한 발전

된 금융상품들은 소득의 구분, 귀속시기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며 조세상 많

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431  

사실 이러한 금융상품 내지 금융공학이 발달하더라도, 분할, 재결합 또는 위험

분배 이전의 경제활동과 동일한 과세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로는 같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상 ‘불일치

(Inconsistency)’ 및 ‘불연속성(Non-Continuity)’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32 

 
429  이러한 지급의무의 금액이 변하는 것을 ‘불확정지급’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나, 
조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조건부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30  Warren은 이자를 특정한 주식의 주가에 의존하게 하는 등 채무상품에 다른 요소

(지분상품적 요소 등)를 결합시키는 것도 재결합의 예로 든다. 위 논문, 460면. 

431 같은 논문, 461면. 

432  이와 같은 현상을 정의하는 용어가 반드시 ‘불일치’나 ‘불연속성’이라고 단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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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불일치’라 함은 경제적 실질 곧 현금흐름 및 위험도가 같은데도 채권

이나 주식 같은 법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상 결과가 다른 것이고, ‘불연

속성’이라 함은 자본과 부채의 사이처럼 연속되는 스펙트럼에서 경제적 실질

의 차이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하거나 과소한 세법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

미한다.  

불일치의 반대말은 ‘일관성(Consistency)’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조세제도상같

은 경제적 실질(현금흐름)433을 가지는 다른 법형식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항상 같은 조세 결과를 일으키는 완전한 조세제도의 상태라면{즉, ‘일관성

(Consistency)’있는 상태라면}, 434  하이브리드증권을 부분으로 나누어 과세하든 

하나로 과세하든 동일한 결과가 내려질 것이다. 또한,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

도 모든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들의 부분 또는 조합 각각에 대하여 세법이 

모두 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435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

 
는 없으나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용어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설명하기로 한
다. 

433  경제적 실질이라는 용어도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나, 이 논문에서는 같은 현금

흐름을 가지는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이 같은 것으로 말하고자 한다. 문제는 거래는 
확정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도 등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현
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불확정조건인 경우(예: 외부적인 요소에 의존하여 
변동하는 이자나 원금 계약인 경우) 그러한 조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현금흐

름은 달라지므로, 현금흐름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사후적인(ex post) 개념이나, 통상적인 
조세제도에서 이자소득의 경우 명목상으로라도 확정적이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미리 
인식하게 된다.  

434 이러한 일관성(consistencey)의 개념에 대하여는 Strnad, “Taxing New Financial Products 
in a Second-Best World”(이하 “Second Best World”), 548면 및 Strnad, “Taxing New Financial 
Products: Conceptual Framework”(이하 “Conceptual Framework”), 573면 참조.  

435 이러한 상태를 ‘전체성(Univeralit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Strnad, “Second Best World”, 
548면 및 “Conceptual Framework”, 572면. Schenk, “Taxation of Equity Derivatives: A 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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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구분방법이 존재하며, 구분방식의 선

택에 따라 다른 조세제도가 적용되므로 불일치가 발생하고, 금융상품의 복제

까지 가능한 이상 모든 조각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436 

차선책으로, 조세상 자본과 부채의 차이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의 차이에 비례하게 세금이 달라진다면 구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

다. 완전하게 경제적 실질의 차이 정도에 비례하게 세금이 달라진다면 ‘선형

성 (Liniarity)’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37  또한, 완전히 비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진(逆進)하지 않는다면 438  연속성(Continuity)은 있다고 할 수 있

다.439  그러나, 현행 조세상으로는 자본과 부채의 구분, 소득의 유형에 따른 인

식시기(시가평가 또는 현금주의 등) 등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

한 선택에 따른 과세 결과가 일도양단적으로 달라지므로, 선형성은 물론 연속

 
Integration Proposal”, 50 Tax Law Review 571 (1995), 574면.  

436  일관성과 전체성이 모두 성립하는 가상적인 상태를 “완전한 통합(entire integration)”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Strnad, “Conceptual Framework”, 572면, 594면. Schenk, 위 논문, 575
면. 

437  선형성(linearity)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래에 대한 조세가 그러한 거래를 이루는 부
분 요소들에 대한 과세의 합인 상태이다. 대표적인 조세에서의 대표적인 비선형면의 
사례로, 조건부지급은 실현시에 과세되고 확정지급은 기간에 안분하여 과세되며, 이자

는 손금 산입되나 배당은 손금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들 수 있다. Strnad, “Conceptual 
Framework”, 576면. 

438  즉 100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보다 50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 더 큰 세금이 부과

된다면 역진하는 것이다.  

439  비선형적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쉬운 요건인 연속성이라도 존재하여야 
하나, 연속성이 존재하기 위하여는 ‘거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는 거의 동일한 조세 결과

를 가져 오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세 제도는 극단적인 불연속면이 존재하여 
연속성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Strnad, “Conceptual Framework”, 576면. 



192 

 

성도 존재하지 않는다.440 

이러한 불일치하고 불연속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

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하나로서 기존의 과세 틀에 맞추자니 원래 그 틀

에 맞는 전형적인 금융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데 같게 과세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그러한 복잡한 금융상품을 부분별로 나누어 과세하자니 기존의 틀 자

체가 불일치하고 구분되는 면이 극심하여 전체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의 조세체제는 이와 같은 일관성, 전체성 또는 연속성 중 어느 것도 성립

하지 않으므로, 복합적인 금융상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

라 조세결과가 달라지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조세차익을 취하는 거래에 과

도한 자원이 소요됨으로써 조세상 불평등(inequity)과 비효율(inefficiency)이 발

생한다. 441  따라서, 실제로는 특정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경우마다 매번 조세상 

취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앞에서 본 우리나라의 ELS, ELW 

등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세법은 모두 이와 같은 고민의 결과이다. 이는 다

수의 불일치와 불연속면이 있는 조세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면이 있

고, 각각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세법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유사한 

소득의 유형에 대응시킴으로써 통합법과 분리법을 사안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

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구성(법

 
440  이러한 연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완전히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끝
까지 분할하여 과세하는 것도 아닌 적정한 과세단위를 잘 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Strnad는 이러한 과세 단위를 “spanning set”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과세 
방법을 “spanning method”라고 부른다. 위 글 전반적으로 이러한 취지이나 특히 562면.  

441 Schenk, 위 논문, 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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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식 및 그에 대한 조세제도의 조합)에 따라 소득구분(Character)과 손익의 

귀속시기(Timing)를 선택할 수 있다.442  더욱이 앞서 본, ‘분할’, ‘재결합’ 및 ‘위

험재분배’를 원활하게 하는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러한 선택이 더욱 

자유로와진다. 443  나아가 파생상품의 발달은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는 소득의 

구분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 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과 부채의 구별

을 넘나들도록 하는 풋-콜패러티이다.444  

하이브리드증권은 그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볼 때(통합법의 경우) 전체

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분리하여 판단할 때(분리법의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 

각각의 조세법상 ‘성격’ 또는 ‘소득부분’이 문제가 되고, 전체(통합법의 경우) 

또는 각 부분(분리법의 경우) ‘소득인식시점’도 문제가 된다.445  이러한 분리 여

 
442  국제조세의 상황이라면 소득의 원천(Source)도 선택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기, 
성격 문제와 국제조세의 경우의 소득의 원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과

세에서의 조세법상 근본적인 문제로 드는 견해로 Randall K.C. Kau, “Carving up assets and 
liabilities – Integration or Bufircation of Financial Products”, 68 Taxes 1003 (1990), 1003면.  

443  Kau는 위 글에서 대출거래를 13가지의 금융거래로 복제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
에 따른 조세상 결과(특히 소득구분, 인식시기 및 소득원천의 면에서)가 일치하지 않
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 글, 1004면 이하. 

444  풋콜페러티에 대하여는 각주 4. 참조. 이러한 풋콜패러티는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일 뿐,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서 서로 달리 과세하는 제도를 전제하는 이상은 경제

적 동일성이 있다고 하여 그대로 (조세상) 실질로는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것 사이에 어디엔가는 선을 그어야 한다. 이창희, 세법강의, 921면. Strnad의 용어에 의
하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것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일관성(consistency)이 있는 상
태인데, 현행 법제는 구분선을 두면서 조세가 극심하게 달라지게 하 으므로 일관성

이 없는 상태이다.   

445 Lokken. “New Rules Bifurcating Contingent Debt – A Good Start”, Tax Notes, (posted on April 
29, 1991), 각주 21. Lokken은 조건부채권(CPDI)에 대한 소득인식시점의 차이는 비교가

능한 확정지급부채무에 비교하여 이자소득을 기간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소득구분의 차이(character discrepancy)는 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미국에서와 같이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채권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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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소득 인식 시기의 쟁점은 미국세법상 조건부지급(Contingent Payment)에 

대한 과세논의에서 치열하 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조건부지급채무에 대한 논

의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다. 미국에서의 조건부채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446에 대한 

 
부지급 부분을 파생거래를 통하여 헷지하는 경우 분리법을 취하지 아니한다면 그 세
법적 성격이 (조건부지급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경상소득)이나 헷지

거래를 통하여 자본손실(또는 양도차손)이 발행하고, (조건부지급으로부터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이자소득의 감소(경상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나 헷지거래를 통하여 자본이득

(또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상소득과 자본손익(또는 양도손익)의 세제 
차이를 이용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Lokken은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은 분리법을 통한 시가측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46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에 조건부지급(contingent payment)의 요소를 포함하는 채
권이다. 여기서 ‘조건(contingent)부’라는 의미는 불확정적이라는 뜻이다. 조건의 의미에 
대하여는 미국세법이나 시행규칙상 정의가 없고 금액과 지급시기의 불확정을 포괄하

되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예시들을 보면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Garlock, 위 책, 9002면. 다만, 미국은 변동금리부금융상품(예를 들면 금리가 LIBOR 등
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을 변동금리금융상품(Variable Rate Debt Instrument)으로 정
하여 별도의 조세상 취급을 하므로, 이러한 VRDI를 제외한 조건부지급이 결부된 채
권이 CPDI가 된다. Garlock, 위 책, 9004면 각주 11. 

다만, 유의할 점은 미국의 조세법은 전환권만이 부여되고 다른 조건부지급의 요소가 
없는 사채는 조건부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미국 판례가 단순 전환권만 있는 사
채는 조세상 전환권을 분리하여 나머지 일반채권에 대한 손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없는 경우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되므로 발행자는 전환권을 
분리해 내고 손금산입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Chock Full O'Nuts 
Corp. v. United States, 453 F2d 30 (1971). 

따라서, 실제 조건부채권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는 조건부채권은 다양한 파생적 요소

(풋/콜 옵션, 전환권 등)가 부가된 하이브리드증권이 된다. Rev. Rul. 200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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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논의의 시사점 

 

미국에서는 1991년 재무부 규칙초안(Proposed Regulation) 447 에서 조건부채권 

(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448  ‘CPDI’라고도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부

분과 조건부지급 부분을 전격적으로 ‘분리(Bifurcation)’하여 과세하는 제안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자, 하나의 금융상품을 분리할지 및 분리된 부분의 세법상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449  

 
447  규칙초안 §1.1275-4(g), “Debt Instruments with Original Issue Discount; Contingent 
Payments”, 56 F.R. 8308 (1991). 여기서 시가에 따라 채무증권과 기타 조건부 권리를 비
례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었다.  

448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광의의 채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Debt Claim’이라는 용
어로 표현하나(모델조약 11조 3항 참조), 미국세법은 금융상품 과세에서 ‘Debt 
Instrument’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Garlock은 ‘Debt Instrument’는 ‘채무를 증빙하는 
모든 법적 문서’로서 ‘Bond’, ‘Note’, ‘Deventure’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Garlock, 위 책, 
1면 및 3면. ‘Debt Instrument’는 ‘채무상품’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채권’으로 번역하 다. 

449 이 주제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은 다수이다. 그 중에서, 
Jeff Strnad는  “Conceptual Framework” 및 “Second Best World” 에서 완전한 통합법도 완
전한 분리법도 존재하기 어려우나 조세상 불연속면 또는 불일치로 인하여 부분의 합
이 전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는 이상 극단적인 분리법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하 고,  
Frank V. Jr. Battle, “Bifur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69 Taxes 821, 833 (1991)에서는 분리

법의 논의는 부인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인정할 수도 없으며, 현행법제는 그와 같은 부
분들이 재구성되는 경우에 있어서 ‘용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 으며,  
Randal K. C. Kau, “Carving up Assets and Liabilities – Integration or Bifurcation of Financial 
Products”, 68 Taxes 1003, 1014 (1990)는 단순한 대출거래도 13가지의 거래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분리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완전한 시가평가나 다른 범용

성 있는 조세제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득인식시점, 원천 및 소득구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법’ 또는 ‘대응기법

(matching principle)’이라고 하 으며, 이미 많은 법규 및 판례에서 도입이 되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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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는 하이브리드증권을 분리할지 여부뿐 아니라, 분리할 경우의 과세시

점, 부분별 소득구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

국의 조건부채권의 정의는 이 논문의 하이브리드증권에 비하여 좁으나, 공통

되는 쟁점들을 고려하 던 입법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논문에서의 하이브

리드증권은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거나 혼재된 것으로서 조건부지급

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나, 미국에서의 조건부지급채권은 ‘채권’으로서 

조건부지급이 포함되는 경우에 국한된 논의이다.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는 조건부채권에 대한 과세 방법은 1996년 재무부규칙인

데, 이 방법의 특징은 채권에 대한 소득인식을 시가평가나 현금주의에 의지하

지 아니하고 비교가능한 대상을 찾아 매 기간 일정 비율로 과세하 다는 특징

이 있다. 미국에서 조건부지급채권의 과세에 대한 재무부규칙은 공표된 건으

로 3건이 존재하는데(미공표 1건 별도 존재), 1986년,450  1991년451에 규칙초안이 

공표되었고, 미공개인 1993년의 임시규칙초안은 관보에 게재되기 전에 철회되

었으며, 1996년 규칙452에 의하여 현재의 제도가 정립되었다.  

이 세 차례의 규칙들은 그 방식이 서로 크게 다른데, 조건부지급이라는 요소

만 부가되어도 기존 조세제도의 어떠한 틀을 이용할지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다른 제도의 고안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현재 조세제도의 난점을 드러내는 경

우이다. 기본적으로 조건부지급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단위로 삼을지 여부, 

분리한다면 각 부분의 소득구분, 분리한다면 각 부분의 손익귀속시기가 서로 

 
450 51 F.R. 12045 

451 56 F.R. 8308 

452 T.D. 8674 (61 F.R. 30133) 이 규칙은 1994년 규칙초안(59 FR 64884. 1994. 12. 16)의 내용

을 대부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Garlock, 위 책, 90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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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여 다양한 방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규칙 이전의 방법들은 오

히려 분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현재와 같이 비교대상채권

을 정하여 그에 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그나마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서 정착되게 되었다.   

세 차례 규칙의 변화내용은 부록 3.에 기재해 두었다. 그 요지를 들자면, ① 

1986년 규칙초안은 채권이 전체적으로 원금 이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즉, 

원금보장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둘로 나누고, 원금보장을 하는 경

우에는 확정지급부분에 대하여는 미국의 할인채 보유기간과세규정인 

OID(Original Issue Discount)규칙에 의하여 기간과세하고, 조건부지급 부분은 확

정시 과세하되 전액 이자로 취급하 다. 투자금 이상의 확정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금액까지는 원본으로 그 이상의 회수 부분은 이자로 보았다. ② 

1991년 규칙초안은 발행 시점에 확정지급부분과 조건부지급부분의 시가를 평

가하여 배분하고, 조건부지급은 채권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자기주식을 대상으

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소득구분을 하 다. 이는 미국세법상 채무증권 부분과 

기타 권리(주로 발행자 주식을 취득하는 신주인수권)가 구분되는 투자단위증

권(investment unit)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453  이를 협의의 분리법

(bifurcation method)이라고 하기도 한다. ③ 1996년 규칙은 현재의 제도이다. 

1996년 규칙의 요지는 비교대상이 있어서(금전이나 상장된 자산을 대가로 하

여 발행된 경우) 시가평가가 가능한 조건부채권은 비교대상인 확정지급부채권

에 따른 현금흐름을 따라 기간과세하고(의제적 발생주의), 그러하지 아니한 경

우(비상장된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조건부지급은 구분하여 실

 
453  규칙초안 1.1275-4(g) (1991). IRS, “Debt Instruments with Original Issue Discount; 
Contingent Payments” RIN 1545-AH46, 56 FR 8309. 투자단위증권의 과세에 대하여는 
Garlock, 위 책, 10,00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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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현시 과세하되(현금주의) 현금할인율 적용을 통하여 지급액을 이자와 원

본으로 배분하겠다는 취지이다(과세이연의 보정).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세제도에서는 채권의 경우 최초에 정하여진 이자(또는

할인액)를 기간과세하고,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현시 과세하며,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시가평가대상이 아닌 이상 

원가주의에 의하게 되므로, 이러한 세 가지 축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1996년 제도의 귀결은 조건부지급 유무를 불문하

고 가장 현금흐름이 비슷한 일반 채권을 찾아 그 채권과 같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조건부지급 부분에 국한하여 보면 1991년 분리법이 조세불균형이 덜

하다. 그러나, 1991년 제도는 조건부지급과 확정지급 사이에 가치의 분할에 실

패하 던 것이다.454  

  

라. 과세단위의 설정: 전체로서 과세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통합법

(Integration Method)”과 “분리법(Bifurcation Method)”의 문제 

 

하이브리드증권은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세방

법을 결정하려면, (i)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세 단위로 삼아 그 경제적 실질에 

가장 가까운 소득 유형을 대응하는 방법(즉, ‘통합법’. Integration)과, (ii) 구성 요

소를 분리하여 각각을 과세하고 그러한 과세결과를 합하는 방법(즉, ‘분리법’. 

Bifurcation) 중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454 Garlock, 위 책, 90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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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統合法, Integration Method)”은 하이브리드증권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

으로 보고 자본인지 부채인지 구별하여 그에 따라 자본으로 또는 부채로 보아 

전체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455  미국 판례처럼 하이브

리드증권 전체의 조건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본 또는 부채로 택일하는 

방법도 통합법적 관점이고, 우리나라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전체적

으로 가장 가까운 소득구분을 적용하는 개별 법규를 두는 방법(이 장 제1절 2.

항 참조)도 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증권을 그 요소별로 구별하여 내고 각각에 대한 과세방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 “분리법(分離法, Bifurcation Method)” 이다. 어떠한 금융상품

을 구별되는 속성별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 단위에 부합하는 소득구분을 적용

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456 

분리법에 대한 주된 비판은, ① 어떠한 금융상품을 분리할 때 분리방법이 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457  ② 분리해 낸 각 부분에 대한 과세조차 불

안정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458  분리법이 조세상 타당한 결과를 보

 
455  조세제도가 다양한 소득구분을 정하고 있는 이상 통합법의 개념도 다양하다. 
Schenk는 ‘완전한 통합법(full integration)’은 ‘납세자의 보유자산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결합하고 그러한 포지션에 대하여 하나의 조세결과를 제공하는 것(combines the 
taxpayer’s portfolio into a single position and provides a tax treatment for that position)’이라고 하

고(위 글, 579면), 분리법에 대하여 우호적인 Weisbach는 금융상품에 대한 (극단적인) 
통합법은 소득구분을 무시하고 통합적인 가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것이 되어 문제라

고 보았다. Weisbach, “Tax Responses to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50 Tax Law Review 491 
(1995), 493면. 

456 Schenk, 위 글, 같은 면; Strnad, “Framework”, 570면. 

457  Kau는 단순한 대출거래도 13가지 유형으로 분할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Kau, 위 
글, 1004면 ~ 1005면. 

458  Warren은 분리하더라도 그 해당 부분을 풋-콜패러티를 통하여 다시 다른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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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459  반대로, 통합법에 대한 비판은 먼저 소득구분이 존

재한다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통합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과, 일부만 통합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상호간 관련성이 있어야 통합할지

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460   

다른 것을 구분하여 각자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분리법의 취지 자

체는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리법을 실제 적용하려고 한다면 많은 난관에 

부딪친다.   

우선 각 부분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여야 하고, 부분별 과세의 합이 제도전체

적인 면에서 수용가능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용가능한 범위’라고 

함은, 어떠한 분리에 따른 조세결과의 합이 다른 분리에 따른 조세결과의 합

과 정밀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지나친 불균형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본과 부채의 구별, 파생상품과 일반 금융상품의 구별 등과 같은 조

세법상 급격한 단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용가능범위에 든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조건부지급에 대한 미국 재무부 1991년 

규칙초안에서의 분리법의 실패이다. 즉,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그에 대한 과세

방법이 타당하지 않아 오히려 분리로 인하여 조세불균형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461  

 
복제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consistency)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 다. Warren,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477면. 

459 Schenk, 위 글, 580면. 

460 Weisbach, 위 글, 508면; Schenk, 위 글, 580면. 

461  Lokken, 위 글, 각주 25 에서는 1991년의 조건부채권(CPDI) 규칙초안이 실패한 이
유를 분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을 채용함으로써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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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리법의 실패로 귀결되는 주된 요인은, ① 우선, 풋-콜패러티에서 보

듯이 금융상품의 복제가 가능하고, 462  ② 금융상품의 복제에는 파생거래가 전

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파생상품과세가 현금주의로 처리되는 것 이상으로 근

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전환권에 대한 

과세도 자본으로 구분하여 과세할지 파생상품의 현금주의로 과세할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환권을 분리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 사

채에 비하여 소득 인식이 이연되고 비용 공제도 이연되는 결과를 가져 온

다. 463  그러나, 분리한다고 하면 분리한 전환권 부분을 조세상 지분상품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게 될지, 채무상품으로 구분하게 될지에 따라 세금이 달

라지게 된다.},464  ③ 그리고, 스왑(Swap) 등의 가상원금계약이 가능하므로, 경

 
로 타당한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 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1991년 시행규칙은 확정지급액이 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지급부분을 분
할하고 확정지급액이 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지 아니하 는데, 전자의 경우

에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무시하는 결과

를 가져 왔다고 지적하 다. 그러면서 Lokken은 분할되는 조건부지급이 실제로는 채
무의 성격과 파생 등의 다른 권리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분할해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당 부분이 분할되는지에 따라 과도한 조세효과가 발생하 던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462  풋콜패러티를 이용한 복제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1장 제1절 참조. Warren, ‘Financial 
Contract Innovation’, 465면 내지 470면 참고.    

463  Kau, 위 논문, 1004면. 전환사채권자는 옵션 프리미엄만큼 이자소득을 덜 인식하게 
되는 조세상 결과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464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 미국세법상 조건부채권(CDPI)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 보았다. 
1991년 규정은 분리된 부분을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1996년규정은 채무상품으로 취
급한다. 우리나라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즉, 투자자는 
이자소득으로 인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상환할증금액은 이자로 인식하며,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주식가치와 당초 전환사채의 가치의 차이는 전환 시점에는 
달리 평가하여 소득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재소득46073-86, 1997. 5.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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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익과 위험은 얼마든지 특별한 자금이 없이도 거래가능하여 원래의 계

약이나 권리 자체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465  바로 지금 시점의 주식가

치에 대하여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채권에 대하여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스왑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은 파생거래로부터의 이익으로 취급되므로 (정산

시점을 5년 뒤로 정한다면) 실제 정산시까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즉, 현금주

의), 466  이는 현물로 주식을 매각하고 채권을 취득하여 바로 거래를 완료하는 

경우와 경제적 결과가 같음에도 조세상 불일치가 발생한다.467 

나아가,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단일한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래

도 그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보면 이질적인 것이 존재하며, 이러한 거래의 모

든 요소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68  그와 같은 분리는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것이고 그와 같은 무리한 분리를 위하여는 납세자의 조

세순응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과도하여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469  그

 
465  파생거래의 규모와 관련하여, 개인이 파생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증거금이 필요하

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나,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기관간의 거래는 회사 내
부의 회계나 재무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제한이 거의 없다.  

46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에 의하면 ‘최
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 손익에서 비용을 공제

한 금액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467 Schenk, “Taxation of Equity Derivatives”, 577면의 예시의 사안이기도 하다. 

468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은행은 그와 같
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금이자를 산정하여 제공할 것이

다. 그러나 같은 은행에 대한 예금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
금의 사용기회에 대한 대가(즉, 이자)와 은행의 업무에 대한 보수 또는 수수료를 각자 
분할하여 소득과 필요경비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Kau, 위 글, 821면에서도 과세단위를 
극단적으로 분할하지 않는 것이 제도적으로 용납되어 온 이유는 오랜 동안의 거래계

의 실무에 녹아져 있거나 그와 같은 분할하는 번거로움이 그로부터의 이득을 초과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 

469 예를 들면, Hariton, “The Taxation of Complex Financial Instruments” 43 Tax Law Reivew 731 
(1988), 737면에서는 미국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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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분리하여 측정하고자 한다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 내지 주관성도 감안해

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합법과 분리법은 상호불가결한 제도로서, 소득구분이 존재

하는 이상 이미 조세제도 전반에 걸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단절면이 존재하는 조세환경 내에서 통합법과 분리법은 상호간에 불가

결한 관계에 있으며, 결국은 통합법과 분리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세단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섬세한 조정을 하여야 하는 불가결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분적인 통합 또는 분할의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러한 “부분적 통합법(Partial Integration)”을 주장하는 견해로 Schenk는470  어차피 

완전한 통합법이나 분리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차선책으로 조세상 

불연속이 날카롭게 드러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부분을 완화하는 

규정들을 도입하자는 땜질 방식을 주장하 다. 특히 이 견해는 지분파생상품

(equity derivatives)에 초점을 두었는데, 어떠한 지분에 대하여 매도 포지션(long 

position: 예를 들면 주식 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위)을 보유하는 자가 매수 

포지션(short position: 예를 들면 풋옵션)을 취득함으로써 손실위험을 없애는 경

우에는 해당 자산의 평가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자는 견해 다.471  즉, 헤징의 

 
에서 장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비용에 대한 선인식으로 인한 과세이연효과에 대하여

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달리 부채적 요소를 분할하여 취급하지 않는 입장임을 설명

하고 있다. 
470 Deborah H. Schenk, “Taxation of Equity Derivatives: A Partial Integration Proposal”, 50 Tax 
Law Review 571 (1995). 

471  Schenk, 위 글, 584면.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미국의 ‘straddle 규칙’ (서로 상반된 포
지션을 취하여 손익조작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말생한 이득을 초과하

는 손실은 인식을 이연하는 규칙이다. 미국세법 1092조)에 비하면 손실을 이연하는 것
이 아니라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위 글, 각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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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두 포지션을 통합하여 세법을 적용하자는 결론이다. 

따라서, 통합법과 분리법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세제도를 구축하는 방법론이다. 위에서 미국

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과세논의에서 보았듯이, 본체가 되는 금융상품에서 조

건부지급을 분리할지 말지를 먼저 판단하고, 분리하여 낸다면 소득구분을 정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리를 가정할 경우 독립된 부분 및 남은 부분

에 대한 과세제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분리하여 과세한 결과가 타당한 경

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분리가 어렵거나 파생거래와 같이 

기존의 조세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소득구분이 될 경우 문제

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점수별 또는 비율적 배분법은 근본적으로 요소별 분리법

이 작동하지 않는 역, 곧 특정한 하이브리드 증권을 한 개의 금융상품, 한 

개의 단위로 보고 그 한 개의 단위에 점수별 배분법을 적용해서 일부는 자본 

일부는 부채로 보자는 것이다. 상법이나 규제법령에서 사채인가 주식인가, 이

런 단순한 법형식을 따를 것만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 내기는 어렵지만 자본이

라는 성격과 부채라는 성격이 다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자본 

일부는 부채로 나누자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이루는 각 요소를 구태여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분리법과는 다르므로 “배분법(配分法)”이나 “비율

적 배분법”, 특히 하이브리드증권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

 
또한, Schenk는 파생거래를 통하여 위험이 헷지되고 당해 파생거래가 존중된다면 확정

되는 이익이 있는 다른 경우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자고 제안하 다. 예를 들면 
어떠한 주식 소유자가 장래의 풋옵션을 취득하면서 콜옵션을 발행하여 가격상승기대

를 없애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하자고 하 다. 위 글, 590면. 또한 선도매매거래는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자고 하 다. 위 글, 5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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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472  조건부 또는 불확정적 지급을 발생시키는 요소들

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내는 방법을 취한다면 기존의 분리법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조건 자체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본체인 금융상품을 자

본과 부채로 배분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분리법

이 분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배분법은 - 자본과 부채의 연속성(즉, 아날로그의 상태)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 자본과 부채라는 두 가지 요소로만 분리해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일도양단

적으로 자본 또는 부채로 선택하지 않고 엄밀한 분리법의 근사치를 점수를 통

해서 구한 다음 각각 부분적 자본과 부채로 인정(즉,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

저 엄밀한 분리법보다 비용이 덜 들고 불연속성이 큰 부분에서라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뿐이다.  

이러한 배분법은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는 하이브리드 증권의 대다수는 분리

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기

존의 법제에서, 요소별로 분리한다고 할 때 그 요소란 전통적 금융상품에서는 

채권과 주식이고 좀더 넓게 파생금융상품까지 고려하더라도 수익률이 적어도 

약정상으로는 미리 확정된 상품(채권)과 확정되지 않은 상품(주식이나 파생상

품)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이브리드증권의 내용

조건들 중 단순히 채권과 주식, 또는 확정수익 부분과 미확정 수익 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숱하다. 대표적으로, 조기상환권이라든지 배당의 누적성

이라든지 금리상승조정조건같은 세부적인 기타약정사항들이나, 만기가 구적

 
472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최근 385조 시행규칙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동일한 취지

는 아니나 유사한 배분법을 “Part Stock Rule”이라고 부르기도 하 다. 이 논문 각주 
33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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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든지 아니면 20년 이상이라든지 하는 매우 장기적인 조건이나, 후순위성

으로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하여 후순위의 특성이 있다는 점 등이 존재한

다. 

결론적으로, 통합법과 분리법은 조세제도에 소득구분이 존재하는 이상 불가결

한 두 가지 방법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분리를 할 경우 분리된 소득에 대하

여 적절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분리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극심한 단절면이 존재하는 경우(파생거래의 경우 

등)에는, 무리하여 엄밀한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소득구분에 비율적으

로 대응시키는 방안(즉, 배분법)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분리가 곤

란한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가지 조건이 뒤섞여 있고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

의 하이브리드증권이다. 

 

3.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 –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區

分法)’  

 

가. 총설 

 

여태까지, 상법, BASEL 제도, 기업회계, 신용평가에서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살펴 보았고, 기존의 조세법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준도 살펴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조세법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 기준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하여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본과 부채의 일도양단적 구별을 보완할 수 



207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자본과 부채 사

이의 중간 유형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BASEL에서 여러 단계의 자본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고, 이를 ‘복층적(複層的) 자본구조’라고 할 수 있

다. 둘째로, 자본과 부채의 구분선을 긋기 위한 기준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

여 자세히 정하는 방법이다. 기업회계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이 논문이 주

장하는 연속성 하에서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일부를 자본으로 나머지를 

부채로 비율적으로 인정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다. 이는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의 하이브리드증권을 점수화하여 일부분은 자본으로 일부분은 부

채로 구분하여, 기존 조세 제도에서 각각 자본과 부채로 보자는 것이다.  

 

나. 복층적(複層的) 자본구조의 난점(難點) 

 

우선, BASEL은 자본을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별하는 ‘복

층적(複層的)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473  이와 같은 자본과 부채의 양극단만 

개념짓지 않고 중간의 역을 규정하는 고민은 회계에서도 진행한 바 있다.474  

이 방법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중간 단계의 자본과 부채의 중간 역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475  그러나, BASEL기준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473 이 논문 제2장 제3절 2.항 참조. 

474  제3장 제2절 3.항의 ‘자본과 부채 구별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부분의 소유권을 
정의하기 위한 미국 FASB의 논의 부분을 참조.  

475  앞서 본 바와 같이 FASB는 ‘소유권’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기본 소유권 접근

법’, ‘소유권 정산 접근법’, ‘예상결과의 재측정 접근법’ 등의 정의를 논의하 으나 채택

되지 않았다. IASB는 ‘계약상 의무’라는 구분선을 계속 발달시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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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자본의 기준을 정의하여 발달시켜 왔으므로, 이러한 BASEL 기준에 

따른 자본개념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조세법상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층적 자본구조를 조세법상 도입하기 위하여는 조세제도 전

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하 제7장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을 일부 자본으로 

일부 부채로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거

래에서도 발행자의 손금산입규정, 투자자의 소득구분,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제도의 정비, 원천징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국제거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등 국내법상 이중과세조정제도나 조세조약과의 관계도 문제되며, 과세권

의 배분도 문제된다. 하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자리잡혀 

있는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상 제3의 유형을 신설한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여러 모로(손금산입, 원천징수, 이중

과세감면 등)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 오는데, 이러한 중간 유형의 소득은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중 어느 제도를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다

른 유형을 설정할지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심지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에서는 ‘청구권 접근법(claim approach)’이라는 

자본과 부채의 분류 자체를 없애고, 개별 청구권에 대한 표시 및 공시를 진행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476  그러나, 회계상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이 완전히 일

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잔여계정(residual claim)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본의 변동

은 당기손익에 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채의 변동은 당기손익에 향을 미치

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조세의 경우에도 부채만 소득에 향을 미치

는 것이 같다), 자본인지 부채인지의 구별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나 조세제도

 
476 이 논문 제2장 제3절 2. 나. 부분 참조. 



209 

 

의 근본적 개혁이 없는 한 청구권접근법도 쉽게 선택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간 단계의 자본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다. 앞서 본 

BASEL 기준은 중간 단계의 자본을 정한다. 그런데, 은행이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일반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능력

을 ‘손실흡수능력’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위기시의 손실흡수능력을 자본의 

주된 기준으로 삼으므로, 자본과 부채의 구별추가 통상적인 상황보다는 위기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BASEL 체제를 고찰하면 

상위자본(Tier 1 기본자본)만을 조세법상 자본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범위가 지

나치게 협소하고, 하위자본(Tier 2 보완자본)까지 조세법상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은 후순위채까지 포함되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477  BASEL 기준은 자본

의 단계뿐 아니라, 단계별로 인정되는 자본의 한도까지 정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있으나, 조세법상으로 단계별 자본의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개별 거

래별로 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기간별로 과세하는 기본적인 세법의 구조

상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복층적 구조보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비율적 배분법이 현재의 자본과 부채로 

이원화된 조세구조에 도입이 더 쉽다. 중간단계를 설정할 경우 소득의 구분을 

이자로 볼지, 배당으로 볼지, 아니면 비율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으로 볼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세 번째 방안은 그 자체가 비율적 배분법의 적용이므

로 복층적 자본구조는 그보다 더 복잡함은 분명하다. 아니면 중간 단계 자본

은 BASEL처럼 해당 층의 자본인정비율의 한도를 정하거나, 그리고 해당 층 

자본유형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다 후순위 자본의 일정 범위 (예를 

들면 보통주가 100일 때 특정한 조건의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자본은 20의 

 
477 이 논문 제2장 제3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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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등)에서만 자본으로 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구조는 확실하게 더 복잡하다. 여하튼 기존의 자본과 부채, 이자와 배당의 구

분(내국법 및 조세조약 등)이라는 전반적인 조세구조의 틀을 이용하는 범위에

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 내지 구분의 실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층적 자본구조는 현재로서는 도입이 매우 어렵고, 지나친 조세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발달시키는 방안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의 자본과 부채의 이분법을 유지하면서, 그 경계선을 자

세히 정하는 방안이다. 그 기준은 단순히 법형식을 존중하는 입장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실 경제적 실

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야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통하여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478  미국판례도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하여 ‘경제적 조건’, ‘법률적 조건’, ‘당사자들의 객관적 의사 

및 실제 행동’,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인 자본

과 부채 사이의 일도양단을 하는 것이므로479  이미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고려

 
47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고나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간접적 거래나 다
단계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조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479 이 논문 제5장 제2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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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우선순위 없이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판

단의 결과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하여 미국 

의회는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자본과 부채의 상세한 기준을 

정하는 재무부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 고, 미국재무부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규칙 제정을 시도하 으나 번번이 실패하 음을 보았다.480  

현행 IFRS 금융상품 회계는 ‘계약상 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 의무가 존

재하면 부채이고 아니면 자본으로 보는 단일한 구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단일기준을 적용할 경우 확정수량의 주식을 확정금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대표적으로 신주인수권)의 경우 발행기업은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등의 부당함이 발견되어 ‘확정대확정’의 예외를 규정하게 되었고, 그 이

외에도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이 그 기간 동안의 발행자의 손익이나 

자산변동에 결부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경우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

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표시하는 

‘청산조건부 상환 금융상품’까지 부채로 분류할 경우 기업의 자본 자체가 없

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으며, 논란 끝에 이러한 금융상품도 ‘계약상 의무’가 존

재함에도 자본(즉,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481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었음에도,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는 자본과 

부채 분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두산인

프라코어 하이브리드증권 사례), 나아가 2018년 IASB FICE 프로젝트의 ‘선호되

 
480 이 논문 제5장 제2절 3.항 참조. 

481 이 논문 제3장 제2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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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근법’482에서는 ‘계약상 의무’라는 단일기준을 시기기준과 양적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483  이러한 구분선 설정의 논란은 끝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자본과 부채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순

위 보통주와 선순위 일반 채권 사이의 일련의 연속선상의 한 점을 찾는 문제

이다. 특히, 풋콜패러티에서도 드러나듯이 파생상품에 대한 완전한 시가평가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자본과 부채는 파생거래를 통하여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

는 상황이며, 파생거래의 과세문제 또한 근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만 고려하더라도 자본과 부채의 일도양단적 구별을 위한 기

준을 찾는 일은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통한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 

 

(1) 총설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의 금융상품을 비율적으로 배분하여 일부 자본으로 

일부 부채로 인정하자는 생각 자체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러한 방법의 타당

성은 이 자체가 특유한 장점이 있다기 보다는 다른 방법의 실패에 기인한다. 

앞서 다.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자본과 부채의 이분법에 따른 선

긋기(예를 들면 기업회계의 경우)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금융상품 및 자본

 
482 IASB, DP/2018/1. 

483 이 논문 제3장 제2절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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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이 발달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다른 방안은 중간의 역을 설정하는 것인데(앞서 나.에서 살펴 본 ‘복층

적 자본구조’와 같이), 기존에 자본과 부채로 이원화된 조세제도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너무나도 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본과 부채의 구별선을 

찾기도 어려운데, 중간 역의 구별선을 정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자본과 부채로 이원화된 조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

면서 경제적 실질에 최대한 접근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현실

적 고려가 자본과 부채의 중간성격의 금융상품에 일부 자본성과 일부 부채성

을 비율적으로 인정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상대적 우위를 가져온다. 

반드시 하이브리드증권의 비율적 배분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수십년간 논의해도 자본과 부채의 구별선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었다는 경험, 파생상품을 통한 금융상품의 복제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근

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무력화하다는 점(앞서 풋-콜 패

러티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통합법과 분리법의 논쟁에 불구

하고 결론은 구별한 결과가 기존의 조세제도에 틀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세의 

결과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리하지 않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하 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자본과 부채의 양극단의 

연속성 또는 스펙트럼의 중간에 존재하고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되지 아니

하는 파생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완전한 자본이거나 부채일 

수 없으며, 결국은 그 중간의 역에서 나누어(즉, 배분하여) 자본과 부채로 

과세함으로써 좀 더 경제적 실질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아예 신용평가의 경우처럼 자본과 부채의 구분을 포기하고, 

‘연속성’ – 또는 ‘아날로그’ – 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금융

상품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성 70%, 부채성 30%로 나뉘어지고, 다른 금



214 

 

융상품은 자본성 40%, 부채성 60%로 나누자는 식이다. 이러한 사고는 미국의 

이러한 배분법은 완전히 동떨어지 것은 아니다. 법인세제 초창기에 Seligman이 

기업자본수단 사이에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은 불필

요하다는 주장을 하 던 점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고, 484  이는 자본과 부채

의 이원화된 구분은 의미가 없으니 개별 청구권별로 각각 표시와 공시를 진행

하여야 한다는 회계상 청구권접근법(claim approach)의 주장과도 취지에 접점이 

있으며,485  법인-주주 이중과세의 문제를 접근할 때 주주와 채권자의 소득 모두 

법인 단계에서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주주 또는 채권자)의 소득

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포괄적사업소득과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의 아이디어와도 관련이 있다.486  따라서 이와 같은 아닐로그 식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과 비

슷한 기존의 주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며,487  이는 아마도 이 논문에서 제안

하는 비율적 배분법의 논리적 필연성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 등이 해결되기 이전의 임시적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

장을 현 시점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일 

 
484 각주 281번 참조. 

485 청구권접근법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3장 제2절 3.항 참조. 

486 이러한 포괄적 사업소득과세에 대하여는 미국재무부,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 – Taxing Business Income Once” (1992), 39면 이하 참조.  

487  가장 비슷한 주장이라면 미국세법 제385조에 대한 재무부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서 2016. 4.의 규칙초안(Reg-108060-15)의 일반적인 자산과 부채 사이의 구별 또는 배분 
권한(“Part-Stock Rule”이라고도 함)인데, 같은 해 10월의 최종임시규칙에서는 삭제되었

다. 미국뉴욕주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일반적 배분규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는 둘 
것이 아니라는 반대를 한 바 있고(이 논문 각주 342번 참조), 아마도 이러한 일반적 
배분권한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의 발전을 하기 이전에 2016년의 문서규칙

(documentation rule)을 적용하기 위하여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은 제외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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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배분법만이 현행 자본과 부채의 구별문제와 그러한 극

심한 단절면으로 인한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고, 이하

에서 보듯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배분법의 배점요소가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논문의 근본적 한계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많은 연

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배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해결될 문제들이 있다. 먼저, 자본과 부채

의 배분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자본과 부채로 이원

화된 조세제도에 들어맞어야 하고, 제도를 수정하더라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조세제도에 도입될 경우의 쟁점에 대하여는 제7장에서 

살펴본다. 

여기서는 이러한 비율적 배분법의 타당성 및 배점요소를 살핀다. 먼저, 비율적 

배분법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예시를 들어 각 제도

들의 자본과 부채 구별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우선주와 구채 사이의 자본/부채 구별 

앞서 서론에서 본 사례 1을 다시 불러온다. 

 

사례 1.  

종류주식(우선주) A는 일정 비율의 누적적 우선배당권이 있고, 당해 종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으면 후순위의 보통주에 대한 배당이 금

지되는 조건(배당금지조항)이 붙어 있으며, 청산시에 보통주보다 선순위

로 상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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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B는 발행자인 차주가 임의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러한 이자 미지급액이 누적적이지도 않으며, 영구채 조건에서 발행자의 

주주배당을 제한하지도 않고, 청산시에 보통주와 동순위로(즉, 동일한 비

율로) 상환받는 조건이다. 또한, 영구채 B는 도산시 종류주식 A의 투자

금 상당액의 상환이 완료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윈리

금이 지급되는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BASEL III의 자본기준을 살핀다. 여기서 금융기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

건(감독기관 승인 하에서만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과, 발행기업의 재무적 상

황이 악화되는 경우 채무재조정, 보통주전환 또는 상각이 되어야 한다는 ‘손

실흡수능력’ 강화 조항은 현행 BASEL III 체제의 특징이다. 이 중에서 감독기

관 승인 요건은 일반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BASEL 기준의 변천과

정에 있어서 BASEL III는 위기시의 손실흡수능력이 많이 강조되고 있으나, 488 

손실흡수능력을 강조한 나머지 강제전환 또는 강제상각조건을 자본의 전제조

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본의 범위를 좁게 만든다. 따라서, BASEL 

기준을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으로 일반기업에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조건들을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이러한 은행금융기관의 특

성적 요소들을 제외하고 BASEL 기준을 대입하여 볼 수밖에 없다.  

위 사례 1에서의 통상적인 우선주는 현행 BASEL III 기준에 의하게 된다면, 

Tier 1 자본 중 ‘기타기본자본’의 유형이다.489 또한, 위 구채 B도 ‘기타기본자

 
488 이 논문 제2장 제3절 2.항 참조.  

489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 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산출 기준’ 중 기타기본자본을 규정한 제6조. 나.항은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
은 자본증권의 형태’에 모두 적용되므로 우선주에도 적용된다. 다만, 우선주 A는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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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유형에 해당한다. 490  경제적 실질을 보면 청산시에 구채가 우선하지

만,491 BASEL 기준상으로는 구분되지 아니할 것이다.492 

다음으로, IFRS 기업회계에서의 자본과 부채의 구분을 살핀다. IFRS는 원칙적

으로 구채는 부채로 본다. 49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회계기준원은 

두산인프라코어건에서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는 ‘원금,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하여 발행자가 지급연기권한이 있다면 ‘(법률적인) 계약상 의무’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상 의무’가 없다

는 이유로 자본으로 보았다. 이렇게 부채의 요건인 ‘계약상 의무’를 법률상 의

무로 좁게 보면 경제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발행사의 만기연장권한까지도 부

채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한국회계기준원의 견해는 비판을 

받고 있고, 2018년의 FICE프로젝트가 제시하는 기준(‘선호되는 접근법’)에 의하

 
위채 B와 동시에 발행된다면 시행세칙 별표 3. 제6조. 나.(1).(나)의 ‘(다른 모든) 후순

위채권보다 후순위특약이야 한다’는 기타기본자본의 요건을 충족하 는지에 대한 논
란이 있을 수는 있다. 

490  동 별표, 제7조 나.(1)(가). ‘ 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
환유인이 없을 것’을 기타기본자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491  다만, 제2장 제4절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에서는 ‘상대우선원칙’이 적용되므로 
후순위채가 위의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에 불구하고 반드시 우선주에 비하여 후순위

가 아닐 수도 있다.  

492  다만, 실제로 BASEL 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본규제를 받는 은행이 이와 같은 특이

한 구조의 우선주와 후순위채의 자본 구조를 가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493 K-IFRS 1032, AG6은 ‘ 구적 채무상품’은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없거나, 상환 가
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먼 미래에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갖지만, 발행자는 일련의 미래이자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유자와 
발행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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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채성이 인정됨을 앞서 보았다. 494  한편, 우선주 A는 상환우선주가 아닌 

통상의 우선주이므로 자본으로 본다.495  여하튼 현재 회계는 부채의 범위를 상

당히 좁게 본다. 

신용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본다. 신용평가사들은 상환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우선주에 대하여는 부채성을 잘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96  신

용평가상으로는 우선주가 주식이라는 법형식을 가진 이상, 특별한 상환조건이 

없다면 당해 기업의 지급능력을 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다만, 우선주에 풋옵

션이 결부된 경우는 풋옵션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채라고 볼 것이다).497  따라서 

우선주 A는 신용평가상 발행기업의 기업등급 획득을 위한 평가의 과정에서는 

자본으로 봄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구채 B는 만기가 없고, 높은 후순

위성을 가지며, 미지급이자도 누적되지 않으므로 거의 완전한 자본성을 인정

받을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 중 어떠한 결과가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를 비교해 

보자. 실제로 위 구채 B는 자본과 부채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매우 높은 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주 A는 법률적으로 부채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청산 

또는 도산절차에서 일반채권보다 후순위임은 분명하고, 여기서와 같은 특이한 

 
494 이 논문 제3장 제2절 3.항 참조. 

495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이다. K-IFRS 1032, 문단 
18(2). 또한 동 기준서 AG25, AG26의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 참조. 

496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채권형 하이브리드증권과 같이 만기, 후순위성, 임의성 등
을 고려하는 견해로 한기평,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11면.  

497  그리하여 우선주의 만기의 구성 요소의 판단에서는 전액 자본성 또는 부채성이 
인정되고 나뉘어지는 경우가 적다고 본다. 위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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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 B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주 A를 부채와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다. 초

점은 구채 B의 자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세 가지 제도 모두 구채는 자본으로 보는 것에 동일한 결

과에 이른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제도가 구채의 자본성 인정에 대하여는 

후한 편이다.  

 

(2) 채권들 사이의 자본성 또는 부채성 수준의 인식 여부 

다음 사례에서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 부채성이 깊거나 얕은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2.  

후순위채 C는 만기가 30년이고, 채무자의 이자지급이 임의적이며(미지급

이자가 누적적이지도 않음), 평상시의 지급순위 및 도산시의 변제순위에

서 모두 최후순위이다(다만, 자본보다는 선순위임).  

사채 D는 만기가 30년인데, 5년 뒤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콜

옵션)을 가지고, 이러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금리는 5% 상승

한다. 채무자는 이자를 연기할 수 있으나 미지급 이자는 누적된다. 다만, 

보통주 배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자를 연기할 수 없다. 변제순

위에 있어서는 특정한 선순위나 후순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상사

채권과 동순위가 된다.  

 

이러한 후순위채 C와 후순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일반사채 D를 비교하면 

직관적으로 후순위채 C는 자본과 부채의 스펙트럼에서 자본에 훨씬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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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일반사채 D는 위 제3장 제4절에서 본 두산인프라코

어가 발행한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과 같다. 일반사채 D는 형식적 만기는 30

년으로 상당히 장기이나, 발행기업이 다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5년의 콜

옵션 행사 시점에 상환을 하게 될 것이다. 즉, 5년이 되는 시점에 법률적으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상환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   

BASEL 기준에 의하면 후순위채 C는 일반기업에 적용가능한 요건들인 만기, 

임의성 및 후순위성의 주요요건을 기준으로 삼으면 보완자본이다.498 BASEL III

에 따른 현행 은행법규는 채권 중에서는 구채만이 기타기본자본이 될 수 있

다. 499  일반사채 D는 보완자본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단순 부채이다. 후순위조

건은 보완자본의 요건인데, 이러한 후순위조건이 없기 때문이다.500  한편, Mark 

Flannery 교수의 역전환사채 구조를 도입한 BASEL III는 ‘위기시 상각 또는 보

통주 전환 조건’을 모든 규제자본의 필수요소로 삼으나, 앞서 사례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일반기업에게는 적용하기 가혹한 조건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BASEL 기준은 어떠한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본으로 인정되

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규제기준에 엄밀하게 

적합한 형태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회계기준에 의하면 후순위채 C 및 일반사채 D는 모두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

한 면이 있다. 앞서 사례 1에서 본 구채 B보다 부채성이 강하고, 모두 ‘계약

 
498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3. 제7조 나.(3)은 보완자본의 요건은 만기가 5년 이
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아니할 것을 만기요건으로 삼고 있다.   

499 위 별표 3, 제6조 나.(1)(가) 

500 위 별표 3, 제7조 나.(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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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건에서의 ‘계약상 의무’

를 지급불이행시 법적인 상환의무 유발 여부(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사유를 구

성하여 상환의무 즉시 발생)로 좁게 본다면 이러한 후순위채 C 및 일반사채 

D는 모두 자본이다. 이와 같이 회계상 자본과 부채의 구별은 ‘계약상 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양 극단을 오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계약상 의무’

라는 단일기준은 불안정하다.   

신용평가에 의하면 후순위채 C 및 일반사채 D는 자본성과 부채성의 배점이 

달라진다. 신용평가기관들은 만기의 정도에 따라 만기성에 배분되는 배점을 

차등하여 분배하며, 후순위채 C만이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해당 부분의 자본성 배점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 C는 사실상 만기 부분

에 대하여 완전히 만기가 구적이지 않으므로 일부 자본성의 감점을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후순위성과 지급임의성에 대하여는 전부 자본성의 배점을 받

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NICE평가에 의하면 자본인정 비율이 100%이고

(만기 30년 이상이면 만기부분의 자본성을 전부 인정함), 한기평의 기준(특히 

2016년에 공시된 평가방법론에 의할 때)에 의하면 Flow Chart 1의 기준이 되고 

자본성이 20% 내지 50% 인정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높은 자본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501  한신평의 기준에 의하면 50%의 자본성을 기준으로 삼는 표

착점 C와 75%의 자본성을 기준으로 삼는 표착점 D의 중간에 걸치는 결과가 

된다.502   

 
501 이는 한기평의 2012년 Flow Chart에 의한 것이다. 한기평이, 2019년에 공표한 기준에 
의하면 최소 만기 5년 이상의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만기의 구성이 인정되

는 경우 더 높은 자본 비중을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상당한 재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19)”, 10면. 

502 이 논문 제4장 제5절 3.의 각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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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채 D의 경우, 이러한 급한 이자상승조정조항은 만기로 보게 만든다. 따

라서 만기가 5년인 셈인데, 한신평은 만기가 30년 이상인 하이브리드증권부터 

자본성을 인정하므로 자본성이 인정되지 않고, 한기평은 5년 이상의 만기부터 

심사하나 후순위성과 임의성이 없으므로 거의 자본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NICE평가도 만기 30년 이상의 채권부터 자본성을 판단하므로 자본성

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503   

위에서 보듯이 후순위채 C와 일반사채 D의 자본성과 부채성의 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에 가장 가까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용평가기관들의 입장이다. 

BASEL 기준은 은행이라는 특수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의 위기시점

의 손실흡수능력에 많은 비중이 가 있고, 이러한 손실흡수능력을 충족하지 못

하면 아예 자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완자본이라는 중간의 자본단계를 설

정하는 난점이 있다. 회계의 경우 ‘계약상 의무’는 사실 넓게 해석될 개념이나,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시 법적 강제 여부’로 국한하는 한국회계기준원

의 해석에 의하면 모두 자본으로 보게 된다. 결국 자본성과 부채성의 스펙트

럼 하에서 적정한 비율에 근접하는 것은 신용평가사들의 견해뿐이다. 

 

(4) 비율적 구분을 위한 기준요소의 결정 – 만기, 지급임의성 및 후순위성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모든 요소를 분할하여 내지 못하고 통합법과 분리법

을 병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이상, 독립되어 분할되고 남은 나머지 하이브리

드금융상품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인지 부채인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과 부채 사이의 연

 
503 이 논문 제4장 제5절 3.의 각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 참조. 



223 

 

속선 또는 스펙트럼에서 자본과 부채의 경제적 실질에 근거한 합리적 배분이 

가능한 것은 ‘비율적 배분법’이다. 

다음 문제는 비율적 배분의 기준요소를 정하는 일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세부

적인 차이는 있으나 만기의 기간(‘만기’), 지급(특히 이자지급)을 임의적으로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지급임의성’) 및 ‘후순위성’을 주된 요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요소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하여 각 역에서 고려하는 자본과 부채의 원형 및 속성

을 살펴보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요소

를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신용

평가사들은 정면으로 ‘만기’, ‘지급임의성’ 및 ‘후순위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상법은 자본과 부채(특히 회사채)의 법형식을 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상법상 

자본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면 자본이고, 사채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

이면 사채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사채의 본질적 속성을 논의하는 견해에서는 

사채의 핵심적 요소로 삼는 것은 ‘원본상환의 의무’와 ‘확정이자’의 존재 여부

다. 다만, 할인채도 사채이므로 확정이자는 표면이자일 필요는 없고, 구채

도 사채이므로 원본상환의무는 적어도 도산절차에서 인정되면 족하다고 보았

다.504 이와 같이 사채의 핵심 요건은 완화되어 해석된다. 

금융규제인 BASEL 기준을 보더라도, 이미 자본의 주요 개념 요소로 ‘후순위

성’, ‘만기의 구성’,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BASEL III에 

의하면 전환 또는 상각이라는 역전환구조(reverse convertible)를 통한 손실흡수

 
504 이 논문 제2장 제2절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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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강화를 필수 요소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위기상황에 초점을 

둔 BASEL 제도의 취지를 반 한 것으로, 평상시의 자본과 부채 구분을 하여

야 하는 조세제도에서 받아들이기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다. 다음으로, 금

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감독기관의 승인’과 같은 요건은 일반 기업에 도입할 

수는 없다.505 

IFRS 기업회계는 ‘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

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한다.506 한편, ‘자본’은 ‘기업의 자산

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간접적으로 정의한다. 507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개별 기준서(IAS 32 등)에서는 ‘계약상 의무’의 존부를 기준

으로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없으면 ‘지분상품’으로 분류

한다. 생각해 보면 부채에서 ‘의무’의 대상은 ‘원본’과 ‘이자’, 그리고 기타의 

‘조건부지급’이고, ‘의무’의 내용은 ‘상환’이며, 원본에 대한 상환은 ‘만기’가 존

재한다는 것이고,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의 반대개념은 ‘이자지급의 임의성’이

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만기와 지급임의성은 이미 살피고 있다. 반면, 계약

상 의무에 해당 여부의 판단에서 ‘후순위성’의 존재 여부는 살피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508 이는 일도양단적 기준의 특성이다.  

미국 조세판례도 부채의 정의를 "채무자의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합리적인 만

기와 정하여진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 무조건적인 일정액의 지급 의무(an 

 
505 이 논문 제2장 제3절 2.항 참조. 

506 K-IFRS 개념체계, 문단 4.26 

507 동 개념체계, 문단 4.63, 문단 4.64. 

508  2013. 9. 30.자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 2면 
내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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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qualified obligation to pay a sum certain at a reasonable close fixed maturity date along 

with a fixed percentage in interest payable regardless of the debtors' income or the lack of 

thereof)"라고 하여 ‘확정만기’, ‘일정 비율의 이자의 존재’ 및 ‘정하여진 반환의

무가 있는 원금’이라는 3가지 조건은 완전한 부채의 전형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509  이는 만기와 지급임의성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후순위성도 고려되

는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510  반면 자본의 개념은 대변에서 부채를 제외한 잔

여개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자본 자체의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즉 ‘주주’의 개념을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판례 중에는 주주의 의미로 "

회사의 이익 및 손실의 기회를 공유하면서 회사의 사업기회에 참여하는 지위

(to embark upon corporate adventure, taking the risks of loss attendant upon it, so that he 

may enjoy the chances of profit)" 라고 한 바가 있음을 앞서 보았다.511 자본의 개

념은 잔여계정으로 살피면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으나, 자본 자체의 정의를 

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논의가 된다. 그러나 미국판례 및 조세조약은 ‘사업기

회참여’의 정도가 심하다면 자본으로 보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조세조약에

서는 이를 ‘회사적 권리(corporate right)’라고 부르기도 한다.512  이와 같이 조세

에서도 부채의 개념은 ‘만기가 있어서 상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접근하고 있

다. 자본의 개념 자체는 ‘사업이익참여’를 기준으로 삼으나, 자본을 대변에서 

부채를 제외한 잔여계정으로 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하

다고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만기가 없거나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자본의 

 
509 이 논문 제5장 제2절 2.항 참조. 특히 각주 300번에 해당하는 부분 참조. 

510 이 논문 제5장 제2절 2.항 참조. 특히 Estate of Mixon v. United States 판결 참조. 

511 이 논문 제5장 제2절 2.항 참조. 특히, Farley Realty Corp v. Commissioner, 279 F.2d 701 
(2d Cir. 1960) 판결 참조. 

512 이 논문 제5장 제4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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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몇몇 제도에서는 ‘후순위성’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를 하는 것일까를 고민

하자면, 후순위성은 일도양단이 불가능하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율적 

구분을 하지 않는 제도에서는 고려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판례

와 같이 열 가지가 넘는 고려요소를 나열만 하는 입장에서는 후순위성을 고려

할 수 있다. 미국세법 제385조에서도 ‘후순위성’을 고려하고 있다.513 

따라서, 자본과 부채의 구분 요소로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을 삼는 

것은 그간 여러 제도에서 자본과 부채의 핵심 요소를 논의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구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또

는 ‘수준’을 판단하는 개념 징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소결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제도는 과세단위의 설정, 소

득의 구분, 파생상품의 과세 및 손익의 귀속시점이 모두 관련이 있으나, 하이

브리드증권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본과 부채로의 구분이라고 할 것

이다. 

통합법과 분리법 중 어느 것이 옳은가의 논쟁이 있으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조세제도에서 소득구분을 위하여는 반드시 병용(竝用)사

용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다만, 조세제도는 안정적이어야 하므로 분리할 요

 
513 이 논문 제5장 제2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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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정하는 것은 엄격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상적 개념으로서는 분리능한 요

소라고 하더라도 분리하여 따로 거래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의 일부로 과

세함이 타당하다. 분리할 부분의 예시는 시가가 있는 신주인수권과 같이 독립

거래가 가능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원본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그 이외의 금융상품의 내제적인 상세한 

조건들(조기상환권이라든지 배당의 누적성이라든지 금리상승조정조건같은 세

부적인 기타약정사항들)은 따로 분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이러한 분리불가능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자본과 부채 사

이에는 일련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도양단적 자본과 부채의 구별로는, 어떻게 자본과 부채의 개념을 

정의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비하여 극단적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자본과 부채는 그 정도(程度)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

다.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의 금융상품을 비율적으로 배분하여 일부 자본으로 

일부 부채로 인정하자는 생각(즉,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자체는 지극히 상식

적이다. 이러한 방법의 타당성은 이 자체가 특유한 장점이 있다기 보다는 다

른 방법의 실패에 기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자본과 부채의 이분

법에 따른 선긋기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금융상품 및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이 발달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일한 기준으

로 자본과 부채를 구별하고자 하는 노력의 대표격은 현행 IFRS 기업회계인데, 

기업회계는 ‘계약상 의무’ 기준을 사용하자니, 이러한 기준의 적용 결과가 경

제적 실질과 달라져 개별적인 예외들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기

준의 해석에서도 경제적 강제도 의무로 볼지 엄격한 법률적 집행가능성만 의

무로 볼지에 따라, 전자라면 지나치게 계약상 의무가 광범위해지고 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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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협소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두산인프라코어 하

이브리드증권 사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방안은 중간의 역을 설

정하는 것인데 – 앞서 나.에서 살펴 본 ‘복층적 자본구조’이다 -, 기존에 자본

과 부채로 이원화된 조세제도(손금산입, 소득구분, 국제조세에서의 소득의 원

천 등)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너무나도 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간 역

을 몇 가지로 설정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간 역으로 설정할지 등 많은 

문제를 낳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자본과 부채의 구별선을 찾기도 어려운데, 

중간 역의 구별선을 정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앞서 BASEL 기준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금융규제상 자기자본도 경제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복층적 자본구조에 대하여는 회계에서 소유권을 정

의하는 수단으로 고려된 바는 있어도,514  그 이상으로 조세상 소득구분에 직접 

도입하자는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자본과 부채로 이원화된 조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

면서 경제적 실질에 최대한 접근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고, 이는 자본과 

부채의 중간성격의 금융상품에 일부 자본성과 일부 부채성을 비율적으로 인정

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상대적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이

러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십년간 논의해도 자본과 부채의 구별선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었다는 경

험, 파생상품을 통한 금융상품의 복제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이 없이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무력화하다는 점(앞서 풋-콜 패러티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통합법과 분리법의 논쟁에 불구하고 결론은 

구별한 결과가 기존의 조세제도에 틀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세의 결과가 경제

 
514 FASB, 1990년 논의자료 중 위험가중자본(Risk Based Capital)를 회계상으로 도입할 것
을 고려하자는 논의 참조. 이 논문 제3장 제2절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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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리하지 않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하 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자본과 부채의 양극단의 스펙트럼의 

중간에 존재하고 파생상품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파생적 요소들을 많이 포함

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완전한 자본이거나 부채일 수 없으며, 결국은 그 중간

의 역에서 나누어(즉, 배분하여) 자본과 부채로 과세함으로써 좀 더 경제적 

실질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배분법은 아예 신용평가의 경우처럼 자본과 부채의 구분을 포기하고, ‘연속

성’ – 또는 ‘아날로그’ – 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금융상품

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성 70%, 부채성 30%로 나뉘어지고, 다른 금융상

품은 자본성 40%, 부채성 60%로 나누자는 식이다. 이러한 사고는 미국의 법

인세제 초창기에 Seligman이 기업자본수단 사이에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 던 점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고,515  이는 자본과 부채의 이원화된 구분은 의미가 없으니 개별 청구권별로 

각각 표시와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회계상 청구권접근법(claim approach)의 

주장과도 취지에도 접점이 있으며,516  법인-주주 이중과세의 문제를 접근할 때 

주주와 채권자의 소득 모두 법인 단계에서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

자(주주 또는 채권자)의 소득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포괄적사업소득과세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의 아이디어와도 관련이 있다.517  따라서 이

와 같은 아날로그 식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과 비슷한 기존의 주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으

 
515 각주 281번 참조. 

516 청구권접근법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3장 제2절 3.항 참조. 

517 이러한 포괄적 사업소득과세에 대하여는 미국재무부,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 – Taxing Business Income Once” (1992), 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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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518  이는 아마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배분법의 논리적 필연성을 입증하기

는 어렵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 등이 해결되기 이전의 임시적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을 현 시점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배분법만이 현행 자본과 부

채의 구별문제와 그러한 극심한 단절면으로 인한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고, 이하에서 보듯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배분법의 배점

요소가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한계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본성 및 부채성의 요소

(후순위성, 만기의 장기성, 이자지급 임의성 등)에 적정한 배점을 부과하여 일

부 자본성 및 부채성을 정하는 ‘배점법’과 흐름표(flow chart)의 방식으로 점검

할 요소로 구성된 경로를 정하고 그 경로 검토 결과에 따라 자본성 또는 부채

성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경로법이 있으나,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과 

부채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선후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

므로, 경로법은 논리적 구성이 어려우며 ‘배점법’이 낫다.519  

 

 
518  가장 비슷한 주장이라면 미국세법 제385조에 대한 재무부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서 2016. 4.의 규칙초안(Reg-108060-15)의 일반적인 자산과 부채 사이의 구별 또는 배분 
권한(“Part-Stock Rule”이라고도 함)인데, 같은 해 10월의 최종임시규칙에서는 삭제되었

다. 미국뉴욕주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일반적 배분규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는 둘 
것이 아니라는 반대를 한 바 있고(이 논문 각주 342번 참조), 아마도 이러한 일반적 
배분권한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의 발전을 하기 이전에 2016년의 문서규칙

(documentation rule)을 적용하기 위하여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은 제외되었던 것 같다. 

519 이 논문 제4장 제5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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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범위  

 

1. 객관적 적용단위: 내재 파생요소의 분리 여부 

 

하이브리드증권은 다양한 파생적 요소를 포함하는 수가 많다. 회계상 하이브

리드증권의 개념인 ‘복합금융상품’ 또는 ‘복합상품’은520  지분상품, 채무상품 및 

파생상품의 요소들 중 둘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전

환사채는 물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증권과 일반기업의 구채는 

강제상각조건 또는 강제전환조건이나 만기연장선택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파생적 요소이다. 이 경우 하이브리드증권에서 따로 분

리해낼 파생상품의 요소가 있는가 검토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증권을 한 개의 

단위로 삼아 점수별 배분법을 적용하자면, 그 전제로 증권안에 내재된 파생적 

요소는 분리해서 따로 과세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증권에 내재된 파생적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하이브리드증권에 내

재되어 있는 파생적 요소는, 만기연장옵션, 521  금리상향조정조건, 강제상각 또

는 강제전환조건, 이자지급 거절 또는 연기조건 등 다양하다. 더 심각한 문제

는 하이브리드증권에 포함된 파생적 요소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분리하

여 측정하기 어렵고, 분리할 경우 소득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통

합법과 분리법의 논쟁에서 보았다.  

 
520 이 논문 제3장 제3절. 

521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즉, 옵션)의 경우 만기 연장 시점의 시장이

자율 대비 기존 하이브리드증권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상응하는 가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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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거래개시 당시 실물이나 

현금의 이전이 거의 없이도 수입 또는 지출(다른 말로는 기대이익 또는 위험)

을 큰 범위에서522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는 제한된 실물거

래보다 더 큰 경우가 있다. 523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전통적 세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구분의 문제와 손익의 귀속시기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당사자들

이 자의적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524  파생금융

상품은 신용도만 있다면 제한된 자원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과세제도의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면 그 효과는 증폭된다.525 

하이브리드증권에서 모든 파생적 요소를 분리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리

 
522  거래당사자의 신용이나 시장 규제에 따른 거래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론적 모
형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논의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파생금융거래의 제약에 대하여는 
Schizer, “Balance in the Taxation of Derivative Securities: An Agenda for Reform”, Columbia Law 
Review, Vol. 104 No. 7 (2004), 1886 - 1946 중 1901면 이하 참조. 

523 대표적인 예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524 이창희, “파생금융 상품의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12집 (1996), 125면 내지 129면.  

525  한편, 파생상품과세제도가 법적 형식(선물인지 스왑인지 등의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일관성이 없는(Inconsistency) 문제는 있으나, 파생상품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그 효과를 증픅시킬 수 있고, 따라서 세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국가조세로 인하여 수
익과 위험이 줄어든 만큼 거래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어서 세율의 불일치는 조세제도

의 고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Schizer, 위 논문, 
1897면 내지 1990면 참조. 이 논문은 Domar와 Musgrave의 세율은 위험투자소득에 
향이 없다는 논문(Domar & Musgrave, “Proportional Income Taxation and Risk Tak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57, No. 3. 1944)을 재조명하고 있다. Schizer는 파생거래

에서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행정부담과 순응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다. 다만, 이 견해도 파생거래소득은 위험 기반 소득으로서 시간가치에 대한 소득인 
이자소득과는 명확하게 소득구분은 하여야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논문, 19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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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낼 것인가 및 어디까지 분리해 낼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이며, 이러한 결정

을 함에 있어서는 형평, 효율 및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빈번하게 거래되는 파생금융상

품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과세하지 아

니할 경우 조세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분리한 파생상품에 대한 적정한 

과세 수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문의 과세규정을 두는 방법밖

에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야 조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 및 조세행정비용

(administration cost) 대비 효율성과 공평성의 제고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생적 요소의 분리 여부를 고민한 사례로, 미국에서 ‘재산적 권한이 

부가된 채무증권(Debt issued with Property Right)’에 대한 고려를 함에 있어서, ‘전

환사채’와 ‘투자단위상품(Investment Unit)’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판례상 전환사채는 전환권 부분을 분리하여 평가하여 과세하지 않는

다.526  반면, 분리하여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투자단위상품이 현금이

나 상장된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되는 경우에는, 투자단위상품을 채무증권

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하여 발행가를 배분한다.527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분리

 
526  미국세법상 전환사채의 전환권 및 교환사채의 교환권에 대하여는 발행시점에 가치

가 배분되지 아니한다. Garlock 10,006면. Chock Full O’Nuts Corp. v United States 453 F.2d 300 
(1971). 교환사채에 대하여는 Honeywell Inc. v. Commissioner 87 T.C. 624 (1986). 

527  미국세법상 ‘투자단위상품(Investment Unit)’은 미국세법 제1273조에 의하여 규율되

는데, 미국세법 제1273조(c)(2)(B)에 의하면 주된 채권과 기타의 ‘옵션, 증권 또는 기타 
재산권’ 사이에 시장가에 따라 발행가를 비례배분한다. 다만, 미국 재무부 규칙에 의
하면 이러한 계산방법은 투자단위상품(investment unit)이 현금이나 상장된 자산을 대가

로 하여 발행된 경우에 국한된다. 재무부 규칙 1.1273-2(h) 및 1.1273-2(a)(1). 반대로 만
일 투자단위상품이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되고, 그러한 자산이 상장된 것이 아니면 
조세상 채무증권의 발행가는 1274조의 조건부채권 규칙이나 1273조(b)(4)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만기상환금액이 발행가가 된다. Garlock, 위 책, 10,0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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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전환권을 분리하여 낼 경우 발행자의 손금산입의 범

위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부인한 취지가 있고,528  또한 전환될 경우 채권 원

본액 자체의 상환의무가 소멸하므로 전환권과 원본상환의무가 양립가능한 것

이 아니라 선택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는 것이라면,529  투자단위

상품은 분리하여 거래가능한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므로 분리가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한편, 전환사채와 투자단위상품 사이의 과세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모든 전환권을 분리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순수한 채권만 기간과세{미국에서는 

OID(Original Issue Discount) 규칙}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인데 현재 제도는 아니

다.530  

결론적으로, 파생상품과세제도가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의 문제에서 해법을 찾

지 못하는 이상 하이브리드증권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도 답을 정하는 

 
528 Garlock, 위 책, 10,006면 

529  이러한 주장은 2001. 9. 19. 자 Ernst & Young의 Merrill Corporation에 대한 의견서 
(David Garlock이 작성한 것이다) 11면에서 설명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조건부지급의 요
소로 볼지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 중 전환권은 조건부지급요소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의 논거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시스템(Edgar)에서 검색.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64478/000091205701533276/a2059091zex-8_1.htm 
(검색일 2020. 6. 28.) 

530  Garlock은 이와 같이 전환사채, 조건부채권 및 채무/워런트(즉, 신주인수권) 투자단

위상품 사이에 과세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Garlock, 위 책, 
10,025면), 사실상 유일한 일치 방법은 모든 전환권을 분리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순수

한 채권만 OID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의 CPDI룰에서 모든 
전환권이 있는 사채를 제외시키거나, 1991년 재무부 규칙초안의 분리법(bifurcation rule)
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전체 전환사채의 이분법적 처리는 전환

사채 발행자의 손금산입액을 증가시킬 것이므로(왜냐하면, 대부분의 전환사채의 전환

권은 투자자가 가지는 조건이고, 이러한 경우 발행이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히, 많은 전환사채 보유자는 비과

세기관(연기금 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Garclok, 위 책, 10,0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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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시가평가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하

이브리드증권의 파생적 부분(예를 들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분할하여 내더

라도 그 소득구분을 분할 전 금융상품(즉, 채권)과 달리하면(예를 들면 파생상

품 과세를 하면), 그 이전에 전체로서 과세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반대로 분리된 부분을 분리전 금융상품과 같은 소득구분을 한다면(즉, 채무상

품으로서 손익을 인식하면), 분리된 부분과 실질이 같은 다른 파생상품(예를 

들면 별도의 신주인수권)의 소득과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는 자

본이득을 아예 단일세율로 바꾸어 버리든지, 531  전반적인 소비세제로 전환을 

하든지 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없이는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532  미국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조건부채권에 대하여 조건부지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교가능한 대상을 찾아 정률로 손금산입 함으로써 과세이

연의 효과만 제한함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533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증권에 내재된 파생적 요소가 다양하므로 모든 

요소를 분리하여 낼 수는 없다. 분리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

기준에서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구별해 내는 기준인 ‘밀접관련성 

기준’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534  K-IFRS 1109호는 ‘밀접한 관련성(closedly 

relatedness)’ 여부에 따른 내재파생상품 분리기준을 두고 있다. 밀접한 관련성 

 
531 실제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2020. 6. 25.자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
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면서 분류과세를 통한 단일세율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있다. 동 보도

자료 9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설정 등의 문제에서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 

532 같은 취지로, Schizer 위 논문, 1893 내지 1896면. 

533 이 논문 제6장 제2절 2.항 다. 참조. 

534 이 논문 제3장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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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려면 동일한 종류의 경

제적 특성과 위험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535  이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내재파

생상품이 있을 경우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

파생상품과 자산 또는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다른 위험과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한다. 536  대표적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예는, 투자자의 풋옵션,537  만기

연장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538  내재된 풋∙콜∙중도상환옵션539  등이다. 반면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원래의 이자와 동일하나 이를 대신하는 내재파생

상품, 540  이자율 상한(cap)으로서 시장이자율 이상의 것이나 이자율 하한(floor)

으로서 시장이자율 이하의 것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해당 내재파생상

품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되

지 않은 것이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이 원래의 통상적인 금융상품의 조건을 같

은 위험과 효익으로 대체하거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경미한 경우는 주된 자

산의 경제적 위험 및 효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분리를 요구하지 

 
535  즉, 주계약이 지분상품이면 내재파생상품도 같은 기업에 관련된 지분특성을 보유

하여야 하고, 주계약이 채무상품이면 채무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가져야 한다. 
K-IFRS 1109, B4.3.2. 

536 K-IFRS 1109, B4.3.4. 

537  변동되는 금액 또는 자산으로 재매입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의미한다. 동기준서, 
B4.3.5(1) 

538  다만,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동 기준서, B4.3.5(2) 

539  다만, 옵션행사가격이 주계약의 상각후원가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의 현재가

치라면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동 기준서, B4.3.5(5)(가) 

540 동 기준서, B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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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이 독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가 독

립적으로 파생상품의 정의541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분리가능성의 요건이

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독립된 분리가능성 요건을 통하여 평가가능한 파생

상품만이 독립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회계상 이러한 내재파생상품 분리 기준은 IAS 39 

당시 불명확성 및 측정의 어려움을 들어 많은 비판을 받았고, IFRS 1109호에 

이르러서는 원칙적으로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후퇴하 다. 542  이는 분

리가능성의 접근에서는 회계의 논의에 상당한 발전과 타당성이 있던 것이나,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가평가에 있어서 곤란이 있었던 것이다.  

또다른 견해로는, 미국에서 투자단위상품과 전환사채의 분리 여부 취급을 달

리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분리된 상품으로 인식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예를 들면, 채권과 신주인수권), 아니면 이미 거래계에서 단일

한 상품으로 빈번히 거래되는 상품인지(예를 들면, 전환사채)를 달리 보는 것

이다. 이 방법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앞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과세에서 보듯이, 과세단위를 설정함에는 국가 입장에서 조세효

익과 납세자의 순응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의 통상

적인 인식 및 거래현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이브리드증권에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은 그 자체로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에 국한될 것이다. 

 
541 동 기준서, 부록 A. 용어의 정의 중 파생상품의 정의 요건을 의미한다. 

542  이제는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따른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를 하는 것은 주로 주
계약이 IFRS 9의 적용대상이 아닌 리스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의 경우이다. 이만우∙신현

걸∙최창규∙김현식, “IFRS 고급회계”, 제9판 (2020), 6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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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 분리가능성은 회계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제도는 법적 안

정성이 요구되고 납득되지 않는 시가평가는 단지 정보제공의 오류 차원이 아

니라 납세부담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조세저항의 우려를 피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조세상 하이브리드증권에서 분리하여야 할 파생상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시장성 있고 평가가능한 자산(예를 들면 전환사채 자체 가격

의 평가가 가능하고, 전환 대상 주식이 상장주식이어서 시가평가가 가능한 경

우)에 국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미국에서의 조건부

채권의 경우 1991년 시행규칙에서는 상장된 자산을 지수로 하는 조건부채권만 

분리하 다가, 1996년 시행규칙에서는 전환권 등 조건부지급을 포함하는 전체 

채권과 비교가능한 확정지급부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손익을 보유기간 동안 인

식함으로써 과세이연만 방지하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투자단위증권과 같은 

독립된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증권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태도가 참고가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파생적 요소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주계약

과 다른 위험(손실) 또는 효익(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서 독립된 금융상품으로의 거래성을 가지면서 그 자체 

상품의 시가가 있거나(예: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기준되는 가격의 시가가 있

어서(예: 상장주식)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명문의 규정을 두어 분리함이 타

당하다. 이와 같이 분리되는 대표적인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 주식에 준하여 

과세할지 파생상품으로 과세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으로는 주식으로 본다.543 

 

 
543 소득세법상 ‘주식등’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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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주관적 적용범위 

 

또한 고민하여 결정할 문제로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어떠한 범위에서 적

용할지가 있다. 먼저, 개인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에게 과도한 조세순응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하이브리

드증권 같은 후순위의 금융상품을 발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소

득원천설에 따른 개인소득 구분 제도에서 사업소득만 손비가 있을 수 있으므

로 개인이 발행자인 경우는 이 제도를 제외하는 것이 지나친 과세행정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어 타당하다. 참고로, 미국세법 제385조에 관한 논의에서도 법인

을 전제로 적용을 하고 있다.544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증권 구분법을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같은 제한된 범위에

서 적용할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른 재무부 규칙

은 (궁극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특수관계자(해당 규칙상 용어는 

‘expanded group’임)로 국한하고 있으나,545  이 논문에서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

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회피거래라는 인식 보다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

한 보다 전반적인 접근을 위한 제도로 삼음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자에 국한하

지 않음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은 모든 자본과 부채에 급격하게 도입할 것은 

아니고 적용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함이 타당해 보인다. 현실

 
544  미국 재무부규칙 1.385-1(c) 정의규정의 ‘Covered Member’나 ‘Expanded Group’의 정
의 참조. 

545 같은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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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적용의 최종 대상을 정하기 위

하여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이 문제가 될 만한 금융상품의 몇 가지 조건을 제

시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점진적 도입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사이의 출자 또는 채무거래로서 (i) 만기가 10년 이상이고,546  (ii) 

변제순위에 있어서 청산시 및 지급시 그보다 선순위인 채권이 존재하며, (iii) 

발행자가 이자지급을 무조건적으로 또는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이 나빠지는 특

정한 사유가 발생시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3가지 요소는 BASEL, 신용평가 등에서 

자본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심사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정해 본 것인데, 납

세자의 부담과 행정상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넓히거나 좁힐 수도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을 삼음에는 이러한 기준 자체가 조세차익거래 또는 조

세제정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구분선의 전후에서 다시 불연속성이 

발생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타당성을 논함

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자본과 부채 구

별에 있어서 법적 형식 이외의 다른 기준을 두지 않고,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

이나 법원에 맡기는 것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기준선을 고심하여 발달시키

는 것 사이에는 당연히 후자가 낫다고 할 것이다.  

 

 
546  BASEL에서는 5년 이상이면 자본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다. 이 논문 제2장 제3절 
2.항 나. 참조. 그러나 BASEL기준의 5년은 보완자본 인정 조건으로서, 기본자본-보완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의 복층 체계를 가진 제도에서는 고려할 만한 기한이나, 일
반 거래계의 채권들을 고려할 때 만기 5년의 채권까지 일부 손금을 부인함은 너무 과
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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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요소별 기준 

 

가. 총설 

 

하이브리드증권이 일단 위 1.항과 같이 객관적 적용단위의 판단에서 시장성이 

있어 분리할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2.항과 같은 주관적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과 부채 비율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본성과 부채성을 배분하는 비율을 정하는 논의는 아직까지 다른 선

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납세부담에 미

치는 향과 조세행정비용 대비 효율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우 어

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배분법을 취하는 경우의 난관 및 해결하여야 할 점은 

아래 제7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을 고려하

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자본과 부채로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

고자 한다. 

 

나. 배분요소 및 기준의 설정 

 

회사제도의 생성 초기부터의 자본의 원형적 특징은 주주권과 후순위로서의 기

업성과의 궁극적 향유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제6장 제2절 3.항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주권이라는 개념은 조세상 자본과 부채를 일도양단적으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있으나, 자본성과 부채성을 비율적

으로 배분하는 데에는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미 무의결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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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존재하는데, 어느 제도에서도 무의결권 우선주라고 하여 부채로 보겠다

는 견해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에는 기대이익

과 손실위험이라는 위험과 효익의 경제적 가치가 주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BASEL제도, 기업회

계 및 신용평가라는 분석틀에서 공통적인 고려사항이다. 자본의 원형을 ‘최후

순위의 잔여재산에 대한 가치’에서 찾고 부채의 원형을 ‘확정만기의 정하여진 

금액의 반환의무’에서 찾는다면, 부채의 개념요소로 만기가 존재하며, 자본의 

개념요소로 후순위성이 존재한다. ‘지급임의성’은 회계에서 중시하는 ‘계약상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약화하는 요소이며, 장기의 채권일수록 원금보다 이자

의 비중이 커지므로 확정만기의 원금상환의무가 존재하더라도 (특히) 이자의 

지급임의성은 금융상품의 ‘의무’로서의 성격 및 경제적 선순위성을 크게 약화

하는 효과가 있다. 복잡한 요소의 하이브리드증권에서 파생적 요소(특히, 지분

상품을 준거로 하는 파생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남은 금융상품은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에 있는 것이며, 그 자본성과 부채성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서는 원본과 이자의 경제적 가치가 확정만기(즉, 만기에서의 상환의무)와 (특

히 이자의) 지급의무 여부 - 달리 말하면 ‘지급임의성’ – 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후순위성은 부도사유 발생 내지 도산시 그 중요성이 강화되는

데,547  결국 기업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의 확실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자본과 부채의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게 하고자 하면, 

신용평가에서 몇 가지 요소에 배점을 하는 방식에 가까워지게 된다.   

 
547  사실 부도나 청산시를 제외한 평상시의 후순위성은 지급임의성에 포함되는 개념으

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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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순위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에 대한 배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용평가사들끼리의 배분기준도 다르다는 점에서 드러

난다. 다만, 채권이 장기가 될수록 당해 채권의 전체 가치에서 원본이 가지는 

비중이 줄어드므로, 후순위성의 가치는 적어지고 결국 이자임의성의 비중이 

커진다. 그러나, 기업이 일찍 도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위

하여는 기업의 도산위험 내지 장래의 재무적 건전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전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난점은 남는다.  

또한, 자본과 부채의 구별 요소로 만기의 정도, 지급의 임의성 및 후순위성을 

주된 요소로 삼고자 할 경우, 많은 세부적인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기타약정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논

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단 아래 모델에서는 대부분의 각종 기타약정사항들

을 가급적 지급임의성(특히 이자)에 대응시키고자 하 다. 장기채일수록 이자

의 비중이 커지고, 실제로 금융상품의 경제적 가치는 가치상승분과 정기적 지

급액이라고 할 것인데, 가치상승분은 파생적 요소로서 분리하게 된다면, 나머

지 경제적 가치는 정기적 이익 지급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채인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과 부채 배분에는 지급임의성의 비중

을 높이는 모형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서는 이자지급의 임의성은 40%, 나머지 

만기 및 후순위성은 각 30%의 비중을 두어 보았다. 기본 요건으로 삼는 10년 

이상이면 상당한 장기채라고 할 수 있고, 현가계수를 적용할 경우 이자에 상

당한 비중이 놓인다. 다만, 견해에 따라서는 언제 도산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고, 조기에 도산이 발생한다면 후순위성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므로, 기업

의 신용도에 따라 위와 같은 4:3:3의 비율보다 후순위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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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차별화도 가능할 것이다.548  

우선 ‘만기’ 요건을 검토한다. 투자자의 풋옵션은 만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시점을 만기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발행자의 콜옵

션은 이자지급의 임의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채성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만기는 10년 이상 최대 30년까지를 

분할구간으로 정하고 비례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30년 이상인 경우

는 구채로 본다). 일반 기업의 경우 30년의 만기는 상당히 긴 기간이다. 대

부분의 개별 기타약정사항들은 아래 이자임의성에 관련성이 높으나, 기타약정

사항 중 금리상향조정조항은 만기에 결부지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금리상

향조정조항은 정상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라 향도를 달리 할 수도 있으나, 시

장 상황을 매번 파악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일정 기준(예를 들면 2% 

차이 여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상당히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다음으로 ‘후순위성’의 요건을 검토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악화되는 

예정사유 발생시 원금 감액이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손실흡수조항)와 파산 또는 청산시 변제순위를 다른 채권들보다 후순위

(또는, 자본과 동순위)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요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비중을 같이 보고 비례배분해 보았다. 다만, 만기의 정도에 따

라 만기가 길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만기 15년 이하)에는 후순위성의 요소를 

보다 높이고 만기의 전체 비중치를 낮추는 방안(예를 들면 만기 20%, 후순위

성 40%)과 같이 전체적인 배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548  실제로 Moody’s의 경우 회사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이면 이자지급의 임의성에 보다 
비중을 두고, 회사가 위기상황이면 원금의 후순위에도 상당한 비중을 둔다고 밝히고 
있어, 시점 내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배분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Moody’s, “Cross-Sector Rating Methodology- Hybrid Equity Credit” (2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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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자지급의 임의성’ 요건을 검토한다. 이는 기타약정사항들과 관

련성이 높다. 전적으로 이자지급이 전적으로 임의적이고 누적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이자지급을 강제하는 기타약정사항들(배당금지조항 또는 배당강제조항 

등)이 없다면 이자지급 임의성 요소의 배분비율(40%)을 전부 자본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i) 이자가 누적되는지 여부, (ii) 배당강제조항이나 배당금지조

항이 있어서 사실상 하이브리드증권의 배당을 강제하고 있는지, (iii) 이자지급

을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임의적 연기) 아니면 일정 조건 성취시만 거

절 할 수 있는지(조건부 연기 또는 강제적 연기), (iv) 이자지급을 만기까지 거

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그 향을 고려하여 자본성 및 부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소결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전제로 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적용 대상의 결정  

–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즉, ‘진입조건’ - 

1. 만기는 10년 이상이어야 함 

2. 변제순위에 있어서 청산시 및 지급시 그보다 선순위인 채권이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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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3. 발행자가 이자지급을 (부분적으로라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 것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만기 10년 정도는 되어야 통상적인 채권에 비하여 당

해 기업의 장래 위험을 고려하여 자본에 준하는 성격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ASEL 후순위채의 경우 만기 5년 이상이어도 보완자본

으로 인정되므로 만기 5년의 기준도 고려할 수 있으나 금융시장의 채권들 중 

만기 5년의 채권까지 일부 손금 산입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지나

쳐 보인다. 후순위성 및 이자임의성은 명확한 정도의 선을 긋기가 어려우므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테스트를 거치는 조건으로는 최소한의 일정 정도가 되

면 대상적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넓게 봄이 타당하다. 즉, 절대적인 후순

위성(즉 최후순위성) 및 완벽한 임의성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만기 10년 이상

의 하이브리드증권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

게 될 것이다. 

 

2단계: 손금인정/제한 범위의 산정 

만기, 후순위성, 이자임의성 3요소를 고려 

만기에 30%, 후순위성에 30%, 이자임의성에 40%를 배점  

1. 만기(30%) 관련 고려기준 

 
549  이는 후순위 채권이 몇 종류가 있든지 간에 최선순위 채권이 아니면 된다는 뜻이

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계기준상의 ‘풋가능 금융상품’의 범위처럼 당해금융상품이 최
후순위일 것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테스

트의 진입요건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 논문 제3장 제2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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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이하), 30년 초과로 구간을 

나누고, 장기일수록 각 구간별 10%씩의 자본비율을 추가배정 (예를 들면 

만기 15년이면 자본성 10% 인정, 25년이면 자본성 20% 인정, 30년을 초과하

면 자본성 30% 인정) 

- 투자자 풋옵션은 만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봄(즉, 풋옵션 행

사 시점이 만기임). 발행자 콜옵션 은 만기 요건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550  

- 금리상향조정조항은 상승금리가 일정 기준(예를 들어 2%)을 초과할 경우 

실질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아 해당 조정시점 이후의 자본성을 1/2로 차감

551 

2. 후순위성(30%) 관련 고려기준 

- 후순위성의 개념은 변제순위로서 일반 상거래 채무 또는 순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금융채무보다 후순위이어야 함 

- 정상기업 상태의 후순위와 청산 또는 부도시의 후순위 양자가 고려됨 (각 

1/2씩 고려. 즉 각 15%씩의 배점) 

- 다만, 도산 등 예정사유 발생시 강제 전환 또는 상각되는 경우 도산시점

의 15% 자본성은 확정되는 것으로 봄.552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도은 도산시 

 
550  이는 기업회계에서 투자자 풋옵션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이 부채가 되나, 발행자 
콜옵션으로 인하여는 부채가 되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기준이다. 이 논문 제3장 제
2절 1.항 참조. 투자자 풋옵션 이 10년 이후에 행사 가능하다면 10년의 만기가 인정되

고 10% 자본성이 인정되는 것이 된다. 

551  금리상승조정조항(Step up) 행사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자본성이 달라진다. 
만기 15년이면 자본성 10% 인정되는데, 금리상승시점이 5년 시점이고 3%의 금리상승

이 있다면 자본성은 5%가 된다. 

552  이는 BASEL III의 강한 손실흡수능력을 충족하는 조건이다. 이 논문 제2장 제3절 
제2항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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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성을 확정하는 수단임.553 

-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이자보상비율(Interest Coverage Ratio) 등의 계량요건을 

반 하는 방법 고려 가능 

이자지급 임의성(40%) 관련 고려기준 

- 이자연기 또는 거절이 전적으로 재량이고(완전한 임의성) 이자누적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부채성을 10% 인정  

- 미지급 이자 누적인 경우에는 강한 지급에 대한 유인이 된다고 보아 부채

성을 15% 가산 (+15%) 

- 각종 기타약정사항의 고려 (최대 +15): (i) 완전한 이자지급거절권한이 있

으면 자본성 15%, 조건부 이자지급거절권한이 있으면 자본성 10%(부채성은 

5%) 인정, (ii) 이자미지급시 배당강제조항 및/또는 배당금지조항이 존재한다

면 부채성 5% 증가 

 

이상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추가 연구를 통하여 보다 세분

화되고 타당성 있는 기준 개발이 가능하다. 한편, 은행금융기관의 경우 BIS 기

준에 의하여 전부 자본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세상으로도 자본성을 존

중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행 BASEL III에서와 같이 강제전환 또는 강제상

각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한 자본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으나, 신용평가에

서와 달리 조세상 자본성의 인정은 오히려 금융기관에게 (조세)부담을 가중하

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도입한다면 금융기관의 규

 
553  이 논문 제2장 제4절 제2항 나. 참조.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 중 후순위성은 도산

절차상 존중이 되는 ‘정지조건부 변제 약정’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반대로, 도산법리상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정상가격(arm’s length)이 아니

거나 단순 후순위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시 ‘도산절차에

서의 후순위성’에 대한 자본배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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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본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칙을 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조세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흔히 발행되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을 구분법으로 구분

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항목 하이브리드증권의 조건 예시 구분법의 적용 

만기  

(총 30%) 

30년 

금리상승조정(Step-up) 3%  

(행사시점 10년)554 

15% 자본성 

금리상승조정(Step-up)으로 인한  

부채성 15% 

 최종 15% 부채성/ 

15% 자본성 인정 

후순위성  

(총 30%) 

평상시 지급의 후순위 & 청산시 

지급의 후순위 

- 도산절차에서의 정지조건부 변

제 약정 포함 

30% 자본성 / 부채성 0% 

이자임의성  

(총 40%) 

비누적적 이자 지급 

배당강제 또는 금지조항 존재 

조건부 이자지급정지 조항 존재 

기본 10% 부채성 인정 

비누적성으로 인한 자본성 15% 

조건부 이자지급정지조항으로 인

하여 자본성 10% (부채성 5%) 

 
554  행사시점이 10년이고 금리상승조정이 2%를 초과하므로 전체 만기(30년) 대상 자본

성 인정 가능 비율인 30% 전부에 대하여 1/2로 감소시킨다. 한편, 행사시점이 20년이

라면 20년까지는 만기가 인정되므로, 자본성 20%는 그대로 인정되고 20년 초과에 대
한 자본성 10%에 대하여 1/2로 감소시켜 총 자본성 인정 비율은 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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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본성 25%/부채성 15%

가 될 구조이나, 배당강제조항으

로 인하여 부채성 5% 증가 

 최종 자본성 20% / 

 부채성 20% 

 

위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65%의 자본성과 35%의 부채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발행자의 투자자에 대한 이자지급액 중 35%만 손금이 인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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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  

 

제1절 총설 

 

이하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 우리 조세 제도에 도입할 경우 해결하여

야 하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살피고자 한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은 국내거래에서의 적용과 국제거래에서의 적용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 장의 제2절과 제3절에서 검토한다. 각각에서 발행자 측면과 수령자 측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OECD는 BEPS 프로젝트 Action 2를 통하여 하이브

리드 미스매치(혹은 ‘혼성불일치’라고도 함)555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우리나

라에서도 이미 국조법 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

의 손금 불산입)을 통하여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검토한다. 

 

제2절 국내거래 

 

1. 발행자의 일부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555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또는 혼성불일치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 장 제3절 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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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우리나라 세법에 제도적으로 도입할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제17조(배당소득)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

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수익분배(收益分配)’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금전 사용의 대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이상 

개념적 접근만으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차피 세법의 어딘가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개념’과 ‘배분법의 적용방법’

을 상세하게 정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증권 및 배분법의 개념 및 적용방법은 

하이브리드증권의 가장 큰 조세효과로 인식되고 있는 ‘손금산입’ 여부를 정하

는 법인세법의 손금산입규정에서 시작하고, 나머지 법령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 법인발행자(지급자) – 손금의 개념/범위 수정 

∙ 개인발행자(지급자) – 배분법 적용하지 않음 

∙ 원천징수제도와의 조화 필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증권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위하여 채권(債券)으로 발

행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손금불산입사유 규정

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금전지급의 경우, 하나의 

금융상품 중 조세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일부(즉, 배분법에 의하여 자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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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배당으로 보고 부채로 분류되는 일부(즉, 배분법

에 의하여 부채로 구분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이자로 보는 명문의 규정이 필

요하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조문 구조 자체가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세법의 어딘가에

서 하이브리드증권이 조세상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구분하는 총칙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위 제6장 제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증권 배

분법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상 조세법 전체의 자본과 부채의 개념

을 수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하기 위하

여 위 제6장 제3절 3.항에서 정한 배점표를 두는 위치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주

된 조세효과인 손금을 다루는 법인의 손금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

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7호의 ‘차입금이자’로 규정된 손금(또는, 

손비)항목을 “차입금이자. 다만 하이브리드증권 중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으

로 인한 배당지급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

호 단서로 이 논문 제6장 제3절 3.항에서 논의된 배점표를 법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법형식이 채권인 하이브리드금융상품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을 하게 되므로 소득처분이 발생한다. 현행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구조

상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지급금액의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되고,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되게 된

다.556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주등’의 

개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단서에 의하여 자본으로 구분된 하이

 
55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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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드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소득

처분에 따른 개인주주 입장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과세됨이 타당한데, 이 부분 조

문의 수정 없이도 소득처분의 결과는 당연히 이와 같이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2. 개인투자자의 소득구분 

 

분리하여 따로 과세하는 파생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하이브리드 증권에

서는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과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 간

의 구분 및 구별 문제가 생긴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

게 되므로 소득구분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

한 채권의 이자’(제1항 제2호)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제1항 제6호)

가 모두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2호는 부분적∙포괄적으로 ‘(이와) 유

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정

하고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의하여 채권/채무로 구분지워진 부분

으로 인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도 이자소득이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7조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항 제1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항 제6호)을 배당소득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배당소득에도 ‘다른 배당소득의 유형(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 제5

호의 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

이 있는 것’이라는 예비적∙보충적 포괄조항(제1항 제9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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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의 정의는 없다. 이는 상법 등 

근거법에 따른 개념을 차용(借用)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문

으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법형식에 따라 채권의 형식이면 이자소득이 되고, 

출자(즉, 자본)의 형식이면 배당소득이 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금전 사용

의 대가’ 또는 ‘수익분배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법형식과 다른 판단

을 내리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의히여 일부 손금이 부인된 부분’으로 인한 

지급금액은 배당으로 보는 근거를 배당소득 조문에 추가함이 타당하다. 하이

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의하여 자본으로 구분된 부분으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예비적∙보충적 포괄조항에 의지하여 배당으로 의율하는 

것은 불안정하다. 따라서, 손금산입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단

서 조항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에 따라 손금 부인된 금액

은 배당으로 보는 별도 조항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별도 호로 규정557함

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6조에서도 ‘하이브리

드증권 구분법에 의하여 부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지급’은 이자소득으로 명

시하는 규정558을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타당할 것이다. 

 

 
557  예를 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단서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
을 하나의 배당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558  예를 들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단서에 의하

여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을 이자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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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제도와의 조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구분된 부분은 기존의 이중과

세방지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조세법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경우에 적용되는 수입배당

금액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3)559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배당세액공제제도(Imputation)와 조화를 고려하여

야 한다.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제도에서 가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개인에 대한 

가산비율은 11%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단순화하고 있다.560  이와 같은 가산금액

을 종합소득액에 더하고 동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561  하이브리드증권 

배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손금부인 및 자본성 인정된 지급금액 부분에 대하

여는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납세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는 면이 있으므로 도입시

 
559  일반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하여 더 높은 익금불산입 비율이 적용

된다. 

560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25%까지 누진적이므로(법인세법 제55조), 엄
밀한 가산(gross up) 비율의 계산은 누진세를 고려하여 더 복잡해 져야 한다. 그 산식

은 “배당소득 = 배당액 X {1 / (1 – 법인세율)}”을 누진세율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법은 단순화하여 11%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주주가 다수이고 배당가능이

익이 바로 배당되지는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창희, 세법강

의, 555면. 각주 189. 따라서 실제로는 일부만 배당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효과가 발생

한다. 대략 10%의 법인세율을 가정한 것이 된다.   

561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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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주주의 배당세액 공제나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이나 모두 완전한 이중과세 방지가 아니므로 전체 하이브리드증권의 비율을 

출자비율로 보아 배당세액 공제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가 있을 수 있다. 562  반대로, 하이브리드증권 구분법이 적용되는 이상 배분을 

통하여 자본 및 배당으로 인정되는 부분만이 익금불산입 될 수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다.563  이는 익금불산입률이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

가 된다. 양 견해 모두 일리가 있으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구분법을 적

용할 경우 조세제도 전반에 있어서 일부 자본으로 일부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562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정함에 있어서는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삼
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갑 법인의 총 주식수가 100주인데, 총 발행금액이 
10,000원이고, 하이브리드증권 발행금액이 10,000원이면 하이브리드증권의 가상적 출
자비율은 50%가 되는 것이다.   

563  위 예에서, 하이브리드증권 중 자본으로 분류된 금액이 6,000원이고 부채로 분류된 
금액이 4,000원이라면, 익금불산입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은 37.5%(6,000 / 
16,000)으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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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제도와의 관계] 

 

 

4. 원천징수제도와의 조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따라 하이브리드증권의 일부를 자본으로 나머지를 

부채로 배분할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과세제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수령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지급수령자가 될 경우의 원천징수 문제는 법인세법 제73조에서 다루어

진다. 법인세법은 기금운용법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분류에 의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배당소득 중에

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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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00분의 14의 금액을 원천징수하도

록 한다.564  원칙적으로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나, 현행 제

도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자소득 및 일부의 배당소득565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를 시행한다. 법인세임에도 이자소득원천징수를 시행하는 이유는 법인에 대하

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부분 은행이기 때문이고, 일부 배당소득(즉,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이유

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 지급자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566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567  

이와 같이 법인이 지급수령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다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사이에 차이가 없다(14%).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따라 일

부 자본으로 나머지가 부채로 배분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부분과 배당

부분을 구별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원천징수대

상은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하이

브리드증권 배분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소득세법에 규정한다면 원

천징수에 대한 법인세법 제73조는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원

천징수의무자는 배분법을 적용해서 이자소득 부분에만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564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565  법인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함. 

566 이창희, 세법강의, 527면. 

567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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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배분법에 따른 구분 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담시키

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고, 실제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기만 한다면 궁극적인 

세금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원천징수란 애초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이고 결국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울 것 없이 하이브리드 증권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주식인가 사채인가라

는 법형식에 따르는 기존 제도를 그냥 유지해도 좋을 것이다.  

개인이 지급수령자가 될 경우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하고 있다. 비 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00분의 25를 원천징

수 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100분의 14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같은 비율을 원천징수한다.568  개인수령자의 경우에는 현

행 원천징수 규정으로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이에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

수의무자에 차이가 없어, 배분법을 적용하여도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한편, 

해외 개인에 대한 지급으로 인한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특

례가 있다. 동법 제156조 제1항 제3호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

로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나, 동항 단서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4%로 

한다. 따라서 단순 소비대차보다 기업 사채가 원천징수세율이 낮다. 

종합적으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현행 원천징수제도와 조화시키는 것 자

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하는 법인이 하이브리드증권의 

이자와 배당 구분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는 법형

식에 따르는 기존법제를 유지하는 편이 간편할 것이다.  

 
568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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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조세 문제 

 

1. 총설 

 

국제거래에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소득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분과 소득원천의 내외구분 두 가지에 달려있다. 그 중 이 논문의 주제는 하

이브리드증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의 배분에 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원

천의 내외구분이 문제된다. 각국의 조세제도는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

국의 원천인 소득을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뿐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을 따르는 

법인세의 경우도 국제조세 문제로 소득구분을 지역적 원천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569  

이하의 논의는 소득구분으로 인한 국제조세에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논의를 전제로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전통적 목적이나, 

이중비과세의 방지는 부당한 조세차익거래와 결부되는 비교적 최근의 흐름이

다. 이 절 4.항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보지만, 여기서 짚고 갈 부분은 하이브

리드증권 배분법은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조세에서 주된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569 이창희, 국제조세법,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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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인이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위 제6장 제3절에 논의한 대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개인이 해외로 하이브리드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하

는 경우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애시당초 개인지급자는 주관적 적용범위에 

넣을 이유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고, 이는 분리과세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20%의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실제로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감면됨이 보통이다.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로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역시 분리과세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역시 조세조약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가 많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따라 비율적으로 자본과 부채로 배분되는 기준은 원

천징수제도에서도 일치하여야 한다. 570  따라서,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국외

 
570  위 제2절 4.항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의 부담이 원천징수의 편의를 능가

지급자(법인) 
수령자 

(법인, 개인) 

대한민국 외국 



263 

 

로의 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손금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자로서 원천징수하고, 손금 부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원천징수 함이 

타당하며, 그리하여 위에서 내국인 간의 지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금 부

인된 부분(즉, 자본으로 배분된 부분)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정의상 이자소득과 배당소

득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므로 소득세법상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규

정을 명시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서도 동일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해외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 일단 국내 지급법인의 단계에서는 - 소득세

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마찬가지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해외의 수령지국에서는 그 나라의 세법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하게 될 것이다(법정지국

법, Lex fori 원칙의 적용). 지급지국과 수령지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하이브리드

증권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571  현행 OECD 모델조세조약의 해석으로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일도양단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고, 양국의 소

득구분이 다르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사용하여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부 손금

불산입 하는 경우에 수령지국에서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부 이자소득

으로 보게 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각국의 소득구분 차이로 인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문제는, 각국이 동일한 구분기준을 적용하지 않

는다면 개별 조세조약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배분법을 단일 국가로서 즉시 시행하는 것에는 가장 어려운 고려 사항이 될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571  한편, 앞서 각주 388번에서 본 독일-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이러한 특칙을 둔 예외

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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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세조약 당사자국끼리의 소득구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하 4.항에서 조세조약의 문제로 논의하기로 

한다. 

 

3. 해외 법인이 국내로 지급하는 경우 

 

가. 총설 

 
 

해외에서 국내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양국의 소득구분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형평상 타당

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가 수령지국이 될 경우 해외지급자가 이를 손금산입 

하 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하도록 함이 타

당하다.  

이중과세는 조세조약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는 근본적으로 국내법 문제이다. 조세조약에 규정을 두더라도 대개는 국내법

수령자 

(법인, 개인) 
지급자 

대한민국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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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다고 정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이다. 조세조약에 대하여는 이 절 4항에

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그 제

도의 본질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향에 서야 하는 면이 있다.  

한편, 이중비과세의 면에서는 연결규정(linking rule)인 BEPS Action 2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규칙의 취지나, 572  단일과세의 원칙을 세법에 반 하는 것과도 573  관

련된 문제이다. 사실 이러한 연결규정이나 단일과세의 원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그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역이다.  

국내법에 따른 이중과세방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할 때 이중비과세까지 고려

하여 정하여야 하는지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에 관련된 문제이

다. 이 문제는 단순한 배분법의 적용을 넘어서 국제조세에서의 과세권과 그 

조정에 따른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의 억제에 관련한 문제인데, 전통적으로 

이중비과세는 조세조약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OECD에서의 

논의 등의 향으로 이중비과세도 중요한 국제조세의 고려사항으로 보는 경향

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세권의 논의로 연결되는 이상 각국이 개

별적 상대방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각자도생할 것인지, 원천지국의 입장에 거

주지국이 따라야 하는지, 거주지국의 조치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사후에라도 

따라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하여는 해결이 내려진 문제가 아닌데 – 심지어 각

국의 주권의 역이라는 면에서는 해결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긴 하다 -, 여기

서 말해 둘 수 있는 것은 이하 5.항에서 보게 되는 BEPS의 입장은 원천지국

 
572 BEPS에 대하여는 이하 5.항 참조. 

573  앞서 제5장 제4절 5항(특히 각주 390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단일과세의 원칙이 
그 자체로 국제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최근 경향은 이중과세 또
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각국이 세법에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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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선권을 주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이하에서 본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은 국제조세에서 이중과세와 이중비과세 양자

의 조정을 모두 전제로 두는 것이 논리흐름상 자연스럽다. 반대로 말하면 이

중과세나 이중비과세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없이는 하이브

리드증권 배분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은 하나의 하이브리드증권을 그 경제적 실질로 보

아 일부 자본으로 일부 부채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러한 각국의 제도가 불일

치할 경우(실제로 어떠한 국가가 먼저 도입한다면 대부분 불일치할 것이다), 

이로 인한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는 필연적인 결과가 되며, 이러한 조세상 불

일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없이는 그 실현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하에서 보듯이 최근의 OECD에 따른 각국 BEPS 도입 

경향을 보면 전통적인 이중과세 방지뿐 아니라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한 노력

도 이제는 국제적인 경향이 되었다고 말할 만 하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하되, 납세자

가 해외에서 해당 소득으로 인한 과세가 되었다(즉, 지급에 대하여 손금불산

입되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배분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소득으로 

의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에서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손금산입된 경우에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령지국 입장의 연결규

정을 도입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연결규정은 우리나라 국조법 제15조의3을 통

하여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연결규정은 5항에서 검토한다. 

 

나. 국내 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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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일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나머지 소

득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감면제

도가 배분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세제도 전반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고 하이브리드

증권 배분법이 통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국제조세의 면에서는) 필요한 일이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가 있다. 574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정 지분율 이상의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575  국내법인이 외국자회

사를 통한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해외자

회사에서 받은 소득금액을 외국세액을 납부하기 전의 금액으로 가산(소위 

‘Gross Up’)하여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576  

하이브리드 증권에 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외국원천징수세의 경우

에 적용되고, 577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외국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574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

법 제57조 제4항. 

575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개념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

로 쓰인다. 간접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소위 펀드)를 통한 투자와 같은 전
문적인 투자금융기관을 통한 투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나(이 경우는 ‘indirect 
investment’), ‘portfolio investment’의 의미에서의 간접투자는 지분율이 낮은 투자이다. 반
대로 여기서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라 함은 일정 지분율(10% 또는 20% 등) 이상의 
투자를 의미한다.  

576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

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 

577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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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우리나라 모회사의 배당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578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외국

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579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당소득의 경우와 이자소득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국내 수령자가 법인일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그 소득이 이자인지 배당인지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배분법 및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배당소득(법문상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

금의 분배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지에서 이자로 손금산입이 

되었다면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이 타당하다. 즉, 만일 지급지국에서 배분법

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그러한 

금융상품에 따른 지급이 이자인지 배당인지를 판단하고, 우리나라에서 배당으

로 본 경우로서 현지에서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지급지국의 소득구분과 수령지국인 우리나라의 

소득구분이 다르다면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른 미스매치

(또는 불일치)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문제의 일부로서 조세조약 또는 연결규

정에 의하여 이하 4.항 및 5항에서 다루는 문제와 중첩된다.580 

 
우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외에서 과세된 세액과 그에 준하는 세액이다. 
동 시행령 제94조 제1항. 

578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579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580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미국세법 제904조(d)(2)(A)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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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납부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간단히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수동적 소득에 해당하는 “passive category income”과 일반적인 
“general category income”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 항목을 ‘basket’이라고 부른다{그 
이외에 외국지점소득과 피지배외국법인이 보유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소득(미국세법 
제951A조의 소득)이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다}. Bittker & Lokken, “Fundamentlas of 
International Taxation: US Taxation of Foretign Income and Foreign Taxpayers”, 2011/2012 Ed., 
72-95면. 2007년부터 시작하는 과세기간에는 이와 같이 2개의 ‘basket’만 존재하나, 1986
년에 제도 도입 당시에는 9개의 basket이 존재하 다고 한다. 같은 책, 72-123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복잡하고 행정부담이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당해 소득 유형별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수령지국

의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책, 72-96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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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eg. 원천징수)의 경

우 

 

 

 40%에 대하여만 배분법에 따라 

손금 인정 하였을 경우를 가정 

 40%의 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을 

추적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를 부인하여야 함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이 차

지하는 비중만을 고려하여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이므로 현지에서 지급으로 인하

여 지급인의 손금이 인정된 경

우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현

지에서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율 40%를 가정 

 현지에서 이 지급으로 인하여 손

금산입을 하였을 경우에도 직접외

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적용 

 자본과 부채 구별에 따른 불균형

이 발생하지는 않음 

 

60% 40% 

국내수령

해외지급

60% 

국내수령자 

해외지급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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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적극적으로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

도를 정비함이 타당 

 

다. 국내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외 하이브리드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힘

들기는 하다. 또한, 현행 제도를 보면 소득세법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제도

(Imputation)는 조문 내용상 국내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외

국법인의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81  또한, 개인 수령자의 경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

과 유사하나, 582  소득세법상 배당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공제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사실상 없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에는 외국에서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이므로 하

이브리드증권 배분법으로 인하여 불일치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은 법인의 경우

와 같다. 

 
581  소득세법 제56조에서는 동법 제17조 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법 제17조 3항 단서는 동조 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
분의 15{이것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가산(Gross-up) 비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각 호를 살펴 보면 외국법인을 전제로 적용하기 어렵

다. 예를 들면,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조문 자체로 내국법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등이다. 

58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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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제도상 개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치밀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정을 실익 있게 논하기 어렵다. 다만, 

국내 개인이 투자신탁 등의 도관체를 이용하여 해외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내문제에서도 개인의 투자의 

경우 통합법적 관점에서 투자기구별로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이상, 583  투

자대상이 하이브리드증권이라는 이유로 다른 취급이 이루어지지는 않도록 함

이 우리나라 조세법상 전반적인 틀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 같다. 

 

4. 조세조약과의 관계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내법의 정비만으로 

가능할 것이나, 국제적 거래관계에서 이중과세와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

여는 조세조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앞서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으로 인하여 손금규정 및 배당소득감면규정을 조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체제가 다른 국가와 소득구분이 차이로 인하여 무너지

는 것을 조세조약을 통하여 방지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통상적으로 원천지국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한

계세율을 통하여 제한하지만, 자본과 부채 구별의 문제나 그로 인한 이증과세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584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도 하이브리드

 
583 이 논문 제6장 제1절 2.항 참조. 

584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조항과 배당소득조항에 적용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정하는 
경우는 빈번하나, 그 근본이 되는 자본과 부채의 개념을 두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

다. 하이브리드증권과 관련하여서도 제5장 제4절에서 본 바와 같은 독일-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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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당연히 언급이 없다. 다만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에 대하여는 

숨겨지거나 가장된 자본(‘Hidden Capitalization’, 실질적으로는 자본이면서 부채

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으로 하이브리드 금융거래를 언급하고 있는데,585  그 예

로 이익참가부대출(participating loan), 전환권을 가진 채무상품(사채 등)을 들고 

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모델조세조약 주석도 각국이 

배당에 대한 제10조와 이자에 대한 제11조의 구분은 각국의 과소자본체세제에 

따라 이자를 배당으로 구분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586  이는 

각국이 각자의 제도(과소자본세제 등)을 통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

을 각국의 과세권의 행사로서 허용한다는 의미이긴 하다. 따라서 현재의 

OECD의 조세조약에 대한 입장은 각국의 자본과 부채 구별의 차이 및 각국의 

주권의 행사로서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함

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각국의 조세조약의 

구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 본 회사적 권리(‘corporate 

right’)와 부채 (‘debt claim’)의 모호한 개념에 근거한 불완전한 구분만을 한 뒤, 

각 소득의 한계세율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587  더욱이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처럼 이중비과세가 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일부(이익참가권한이 있는 채권 
등 권리)에 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인하는 부분적인 조정 정도가 있을 뿐이고, 
자본과 부채의 구분의 불일치 전반에 대한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를 해결하는 명문을 
두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585 OECD, “Thin Capitalization” (1986), 11문단. 

586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0조 25문단 

587  모델조세조약상 회사적 권리와 부채의 개념적 구분에 대하여는 이 논문 제5장제4
절 참조. 참고로, 2017년 개정 OECD 모델조세조약은 제1조 제2항에서 하이브리드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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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내법상 구분에서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모델조세

조약은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588 

따라서, 다음 문제로 이러한 모델조세조약이 하이브리드증권의 소득구분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내국법과 조

약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조세조약

의 해석론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의 DBS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의 조세조약상 구분이 쟁점이 되

었다.589  2018년에 폐지된 구 국조법 제28조(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

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의하여 내국법을 변경

 
(hybrid entity)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도관체에 대하여 당해 국가에서 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 내에서만 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
델조세조약은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 

588  하이브리드증권이 이중과세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예를 들면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과세할 수 있었다고 하자. 거주지국에서는 이자소

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어떠

한 하이브리드증권이 원천지국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나 거주지국에서는 이자소

득으로 취급된다면, 이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소득구분 불일치로 인한 이중과세이다. 

589  이 쟁점에 대한 논의로는 김석환, “국내법과 조세조약 –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

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제35집 제4호(2019)와 임재혁,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
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판결과 관련하여 – ”, 조세학술논집 제34집 제3호(201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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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폐지되었다.590  

현재의 주류적인 조세조약 해석론은 조세조약이 국내법상 소득의 구분을 따른

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591  국내법상 소득의 원천이나 구분으로 인

하여 조세조약상 구분이 달라지지 않으며, 반대로 조세조약상 원천이나 구분

을 정하는 것도 국내법상 원천이나 구분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

는 것이다.592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법제이든지 조약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제이든지 간에,593  국내법과 조약 사이에 

적용의 우선순위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한다면 양 체체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국제거래에 적용함

에 있어서도 국내법과 조약의 어느 곳에 규정을 두던지 상호간에 모순이 생기

지 않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경우의 수를 나누자면, 크게 보아 국내법에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두는 경

우와 조약에 두는 경우가 있고, 그 각각으로 ① 국내법과 조약에 모두 정함이 

 
590 김석환, 위 논문, 3면.  

591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거주지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상 취급하는 기타 회사적 권리로부터의 소득”과 같은 경우가 국내법을 
명문으로 따르는 조약 문구이다.  

592 김석환, 위 논문, 12면. 또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은 조약에 명시한 소득 가운데 어
느 하나로 반드시 구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니고 조약의 적용범위 밖의 소
득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창희, 국제조세법, 278면도 같은 취지. 

593  각국의 조약과 국내세법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이재호,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

의 배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44면부터 196면. 특히 194면 
참조.  



276 

 

없는 경우, ② 국내법상 정함이 있으나 조약상 언급이 없는 경우, ③ 국내법상 

정함이 없으나 조약상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을 정하는 경우, ④ 국

내법상으로도 정하고 조약상으로도 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조세조약과 국내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①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으로는 앞서 제5장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은 미국판례들과 같이 종합고려형 

접근방식을 취하거나, 우리나라법상 포괄적 소득구분에 따른 구별의 핵심

인 ‘수익배분’인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

도양단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고, 594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하한 

우리나라의 통합법적 세법조문과 같은 특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다. 595  조세조약에서는 앞서 제5장 제4절에서 본 회사적 권리

(‘Corporate Right’)나 부채(‘Debt Claim’) 기준을 통하여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소득구분의 결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원천지국 

세율의 상한을 적용하게 될 것이나, 모델조세조약 문구가 실천적인 구별 

기준이 되기는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높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게 된다.   

② 원천지국 국내법에 자본과 부채의 상세한 구별 기준을 두거나 하이브리

드증권 배분법에 대한 기준을 두었으나 조세조약이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예를 들면 OECD 모델조세조약과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개념을 포

괄적으로만 규정한 경우, 위 ②의 경우), 이로 인한 원천지국의 과세 결과

를 조세조약이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DBS판결은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법인이 아닌 지점에 대하여는 소재지국 세법에 의한 

 
594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 

595 이 논문 제6장 제1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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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리면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과다차입금의 배당처분은 

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조세조약 독자적인 문언 해석을 하면서 내국

법상 소득구분의 결과는 조약이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해석기준은 

주류 조세조약 해석 기준과 일치하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라면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소득이 조

세조약상 이자 또는 배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 해당하

는 세율의 상한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상대

방에 따라 조세 조약의 문구가 달라지는 사정을 고려할 때, 조약 해석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낳는 결과가 된다.  

③ 원천지국 국내법상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나 조세

조약상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정함을 두는 경우(위 ③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상 정함을 두는 것 자체는 원천지국의 소득구분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의 소득 구분에 따른 과세 결과를 전제

로 조약상 세율의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세

조약 해석론상으로도 가능하다.596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실천적 난점은, 조

약당사자인 양국의 자본과 부채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약상 소득

구분을 정하여야 하는데, 조약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세율이 

다르다면 조약에서의 소득구분의 합의결과가 각국의 과세권에 향을 미치

게 되므로, 597  이러한 합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의 문제가 있다. 또한, 

 
596  앞의 독일-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서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독일의 과세권을 인정

하는 것이나, EU의 이자로열티지침 제4조에서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는 지침의 효
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각국의 소득구분을 전제로 조약상 하이브리드증

권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97  앞서 독일-룩셈부르크 조약에서는 이익참가부 채권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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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증권 같은 복잡한 개념을 조세조약에 대한 협상에서 상세하게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실천적인 난점이 있음도 분명하다.  

④ 마지막으로 국내법상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배분법 또는 다른 방법의 

정함이 있고, 조세조약으로도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취급을 정하는 것이

다(④의 경우). 이러한 경우와 같이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일관되도록 하

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은 그 

자체의 문언에 근거하여 조약상 소득의 구분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위 ③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소득구분이 

다를 경우 협상의 어려움은 남는다.  

위의 네 가지 경우는 원천지국 국내법의 소득구분과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이상

호 모순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이고, 거주지국에서 어떻게 소득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지 여부까지 살펴본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불구하고 거주지국이 다른 구분을 할 경우에는, 원천

지국의 손금 산입 여부와 거주지국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에 따라 여전히 이중

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문제가 남는다. ‘원천지국의 소득구분 –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거주지국의 소득구분’이라는 세 가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완전한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 방지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물론 이러한 국

가간 합치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완전한 일치는 매우 어렵다는 전제 하에, 하이브리

드증권 소득구분에 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 권한(즉, 손금불산입권한)을 인정

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한 조세조약 등 국제법규의 노력으로는, 앞

서 본 바와 같은 EU의 이자 및 로열티 지침(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 제4조

 
과세권한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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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가 된다. 동 지침은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동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도 되는 예외(즉, 동 지침의 분류상 이자소득임에도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

여도 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598  이는 원천지국에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

나 거주지국에서 배당소득일 경우 EU의 지침에 따르면 이중비과세가 되므로 

이를 원천지국에서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자회사

지침도 2014년에 개정되어 모회사국의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의 범위는 자회사

국에서 손금산입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제한하여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

다.599  이와 같이 모자회사지침과 이자 및 로열티지침은, 하이브리드증권의 소

득구분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이중과세도 이중비과세도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앞서 본 독일-룩셈부르크 조세조

약 의정서도 이익참가권한을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독일의 과세 

권한을 인정하 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하여 원천지국의 소득구분 

및 그에 따른 과세권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는 아래 5항에서 보는 BEPS 하이

브리드 미스매치의 구조와도 일치한다. 

  

5. BEPS 프로젝트 및 국조법15조의3에 따른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조

정과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가. 총설 

 

 
598 이 논문 제5장 제3절. 

599 이 논문 제5장 제3절 



280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각국별 다른 정의 및 과세방법은 조세상 불일치의 문

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이미 자본과 부채 구별의 각국별 차이로 인한 불

일치(또는, 미스매치600)의 문제는 OECD의 BEPS Action 2를 통하여 다루어졌고, 

우리나라도 국조법 제15조의3으로 입법되어 있다. BEPS Action 2가 취하는 해결

방법은 ‘연결규정(Linking Rule)’인데, 이는 지급지국과 수령지국이 상호간의 조

세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호간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살펴보면서, 이중

비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601  

본래, BEPS Action 2 최종보고서의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조정은 각 제안

(Recommendation)별로 ‘특별입법제안’, ‘우선방안’ 및 ‘방어규정’이라는 세 가지 

단계의 적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이하 나.에서 검토하듯이) 우리나라

 
600  ‘불일치’, ‘미스매치’ 같은 용어는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의 BEPS 
Action 2는 ‘하이브리드 미스매치(Hybird Mismatc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우
리나라 정부는 ‘혼성불일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 2017. 6. 8.자 보도자료 
「BEPS 방지 다자서약 서명」, 3면 등.  

BEPS Action 2 최종보고서에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는 각 제안사항(recommendation) 
별로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각 항목별 제안사항을 정하기 위한 기능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이거나 양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증권(다만, BEPS는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은 손금산입(Deduction)과 익금불산입(Non 
Inclus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비과세의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D/NI 상황’이라고 
부른다. BEPS Action 2 최종보고서 중 1장 및 2장이 하이브리드증권 미스매치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는 ‘금융상품의 조건으로 인한 불일치’를 의
미하고, ‘불일치’는 지급지국과 수령지국 사이에 ‘지급의 측정(measure)’과 ‘분류

(character. 즉, 소득구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BEPS Action 2 최종보고

서, 33면. 

601  연결규정에 대하여는 구성권, “세법상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혼성사업체와 혼성증권을 중심으로”, 572면 이하 참조 및 이준봉, “하이브리드 미스매

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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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EPS Action 2 최종보고서의 제안 1 및 제안 2의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미

스매치 조정’ 제도 중 일부인 지급지국의 손금불산입부분만을 국조법 제15조

의3으로 좁은 범위로 도입하 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은 ‘특별입법제안우

선방안방어규정’이라는 3단계 구조에서 2단계인 ‘우선방안’ 부분이다. 우리

나라는 전단계의 특별제안이나 이후의 방어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 다. BEPS Action 2의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에 대한 불일치 조

정에 대한 3단계 제안의 내용 및 이러한 제안의 적용범위의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유형 대상 특별입법제안 

권고하는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규정 
(Recommended hybrid mismatch rule) 

우선방안 
(Primary 

Response) 

방어규정 
(Defensive rule) 

적용범위 
(Scope) 

D/NI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hybrid financial 
instrument) 

- 손금산입된 지급에 대하여

는 배당소득면제를 금지하고,  
기타 다른 방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제도에도 
비슷한 제한을 가할 것을 권
유함 

지급지국 
손금부인 

경상소득에 
포함 

특수관계자거래 
및 

구조화거래 
(structured 

arrangements)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BEPS Action 2의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불일치 조정제

도를 도입한 국조법 제15조의3의 내용 및 BEPS의 3단계 조정방법 중 도입범

위를 살펴보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불일치 조정과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상호관계를 논한다.  

  

나. 국조법의 내용 및 BEPS 프로젝트 제안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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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조법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602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

의 손금 불산입)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자본과 부채 소득구분

에 따른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이 제도는 BEPS 

Action 2의 제안 1 및 제안 2의 부분을 국내법상 일부 도입한 것인데,603  앞서 

가.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입법제안우선방안방어규정’이라는 3단계 

구조에서 2단계인 ‘우선방안’ 부분만 도입한 것이다. 

BEPS의 제안 자체가 ‘D/NI’ 조정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만 도입하라는 것이므

로, 우리나라는 제도의 인적 범위(人的 範圍)는 OECD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이다. 604  그러나, 그 이외의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원래 BEPS 프로젝트

의 제안에 비하여는 많이 축소되어 도입된 것이다.  

먼저, 국조법상 지급금액 손급불산입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증권

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임받은 동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우리나라가 지

 
602  앞서 이 논문 제1장 제1절 2.항에서 ‘하이브리드증권’의 정의를 결정하면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조법은 이와 같이 ‘혼성금융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조법은 혼성

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서 부채로 보고 외국에서 자본으로 보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동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이 논문의 하이브리드증권보다 개념 범위가 좁
다. 

603 2017. 12. 19. 법률 제15521호로 개정. BEPS Action 2는 개별 사안별 손금부인 또는 소
득 산입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국조법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을 통하여 도입하 다. 이 제도는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
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우리나라 및 그 거
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요약하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이다. 동조 개정이유 참조. 

604 위 가.의 표 중 ‘적용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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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국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서 ‘부채’로 분류되고 거래상

대방인 수령지국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동 시행령 제3항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해

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만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BEPS Action 2는 D/NI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지국에서 손금인정이 되나 수령지국에서 경상소득(ordinary 

income) 605 으로 포섭되지 아니하는 지급에 대하여 이중비과세로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수령지국에서 자본으로 취급되는지만을 묻는 것은 아니다.606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PS Action 2의 3단계 조정과정 중 1단계의 특

별입법제안과 3단계의 방어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1단계의 특별입법제안은 

우리나라의 (직접 또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수입배당금액 익금불

산입제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

 
605  BEPS Action 2 최종보고서에서 경상소득은 ‘납세자의 완전한계세율이 적용되고 여
하한 특정 유형 지급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제, 공제 등의 조세감면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EPS Action 2 최종보고서, 123면). 

606  수령지국 각국의 조세제도가 다양한 상황에서(예를 들면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

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이원화 하지 않고 있다. 홍범교, 이상엽, 위 글, 제58면 이
하 참조),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되는지를 제도 적용의 기준으로 삼음은 무리가 있
어 보인다. 비록 경상소득의 개념이 모호하고 실제 상대방 국가의 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손금을 부인할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BEPS 
Action 2 최종보고서와 같이 ‘수령지국에서 경상소득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경상소

득에 대한 세율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손금을 부인함이 보다 타당하다.  

경상소득의 정의는 위 각주 605번 참조. 따라서 수령지국에서 이자가 아닌 배당으로 
취급되는 경우로서 아예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 
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바가 있는지도 살펴 보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원래의 취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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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만 적용되므로 어차피 해외로부터의 지급액에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이

중비과세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도 당해 지급607  자체에 대한 세금이고, 외국의 지급법인이 당해 지급

으로 인하여 손금산입이 되었는지와 무관하므로 BEPS 특별입법제안의 취지와

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지급지국에서 손금산입

되는 지급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위 특별입법제

안의 취지에 반한다. 608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당해 지급이 

해외 법인의 총 세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만을 고려하여 허용하고 원천지국

에서 손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609  만일 우리나라의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당해 지급이 지급법인에서 손금산입되었는지까지 살

펴보는 제도로 개편한다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특별입법제안의 이중비과세 방

지 취지에 보다 잘 부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방어규정을 도입한다면,610  이는 하이브리드증권에 관하여 

 
607  Action 2 최종보고서는 제도의 규제대상으로 ‘지급(payment)’을 들고 있는데, 배당금

의 지급, 자급의 차입, 자금의 상환을 포함하고, 조건부거래 등 실현되지 아니한 지
급을 포함한다. Action 2 최종보고서, 문단 28.   

608 다만, 하이브리드금융상품 불일치에 대한 특별입법제안(BEPS Action 2의 제안 2.1항)
은 배당소득면제제도(dividend exemption)제도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이나, 그 이외의 우
리나라와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등 기타 배당소득 이중과세감면면 제도에 대하

여는 권고사항이기는 하다. Action 2 최종보고서, 문단 108.  

609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610  1단계의 특별입법제안과 3단계의 방어규정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1
단계는 국가별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배당소득면제제도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지
급지국에서 손금산입여부를 살펴 보아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3단계

의 방어규정은 이러한 특별입법제안 및 지급지국의 우선규정 적용을 통하여도 이중비

과세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방어규정을 행사하여 과세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어규정은 보충적이나 광범위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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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급지국에서 손금산입을 하 다면, 이를 살펴보아 수령지국인 우리나라

에서 아무 특혜를 주지 않고 과세하는 제도가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자의 해외로부터의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현지에서 

손금산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서 신고하게 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판단하여 

방어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여부를 검토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세행정부담 및 납세순응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과 국조법의 혼성불일치 조정과의 관계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증권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일부는 배당으로 나머지는 이자로 분리되게 된다. 이러한 하

이브리드증권의 소득구분으로 인한 불일치도 BEPS Action 2가 예정하는 하이브

리드 불일치에 해당한다611  

한편, 국조법 제15조의3의 문언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의하여 

 
높아 보인다. 

611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의하여 해외 지급액의 일부가 배당으로 일부가 이자로 
소득구분이 규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는 BEPS Action 2에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에 해당한다. 즉, Action 2 최종보고서 예시 1.12는 모든 주주가 일정 비율로 회사에 대
출을 하는 경우{즉, 주주대출(Shareholder Loan)의 경우}에 주주의 거주지국에서 주주비

율대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자본으로 성격을 달리 취급하면서(re-characterization) 배당소

득면제를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조건에 기인한 미스매치로 취급하고 있다. 즉, OECD
는 법적 성격 변경 또는 소득구분의 변화로 인하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하이

브리드 미스매치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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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급 금액이 일부 이자로, 일부 배당으로 구분될 경우, 국조법에 따른 손

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국조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의 법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채’ 및 ‘이자 및 할인료’로 보고 거래상대방국가에서 

‘자본’ 및 ‘배당’으로 보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나의 금융상품의 일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으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에 의하여 일부를 배당으로 일부를 이자로 간주하게 되므로, 이는 분리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며, 국조법에서도 이자로 취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양 법의 적용순서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국조법

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조법은 우리나라 및 거래상대방 국가

의 다른 세법 규정의 선(先) 적용을 전제로, 그 결과 혼성불일치가 발생할 경

우 조정하는 것을 법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법의 연결규정 이전에 우

리나라의 다른 조세제도(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포함)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라.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조정상황에서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효

용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에서 시작한 G20 및 OECD의 BEPS 프로젝트는 이

제는 실정법의 단계로 넘어 왔다.  

Action 2의 제안은 지급지국에서 불일치를 조정하는 우선규정과 수령지국에서 

불일치를 조정하는 방어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규정에서는 지급지국에서 일

정한 지급으로 인한 손금을 부인하도록 하고 방어규정은 수령지국에서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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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불일치를 가져 오는 자본과 부채의 중

간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만을 손금 부인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한다면, BEPS Action 2의 미스매치 조정은 배분법에 의하여 부채

로 인정된 부분에 국한된다. 배분법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된 부분은 어차피 

지급지국(원천지국)이 손금 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온전히 부과하므

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배분법에 의하여 부채로 인정된 부분은 계

속 BEPS Action 2의 조정대상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국제

적 미스매치로 인한 과세권 배분의 난점이 줄어들 것이고, 이와 같이 줄어든 

부분은 하이브리드증권 중 자본적 성격 부분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어

쩌면 하이브리드증권의 조세상 불일치를 이용하는 거래가 빈번한 것은 부채의 

비중이 경제적 실질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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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인한 소득의 구분 및 자본과 부채의 구별은 대표적인 조

세제도의 극심한 단절면이자 불일치의 문제이면서도, 각국 및 각 제도의 접근

과 해결방법이 달라 이로 인한 조세불균형은 더욱 심해져 왔다. 하이브리드증

권은 자본성과 부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현행 조세제도는 일도양단적인 

구분을 하여 조세불균형이 발생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명확한 

기준 없이 하이브리드증권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판

단한다면 어떠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지가 불분명하므로 조세법관계에서의 

불안정이 높아질 뿐이다. 더욱이 금융공학의 발달은 같은 현금흐름의 금융상

품이 자본과 부채의 구별선 자체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

다.   

이 논문은 세법에서의 자본과 부채의 구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뿐 

아니라 민사법, 은행규제에 대한 BASEL 기준, 기업회계, 신용평가에서의 자본

과 부채의 구별기준 및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

세법상 미국판례 및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른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을 정하

기 위한 미국재무부의 노력을 살펴 보았고, 그 외에 EU지침과 OECD 모델조

세조약의 자본과 부채 구별에 대한 논의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위기상황의 손실흡수능력을 중시하는 BASEL 기준의 

자본제도는, 손실흡수능력을 중심으로 ‘복층적 자본구조’를 도입한 나머지 조

세제도상 도입하기 지나치게 복잡한 자본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기업

회계는 자본과 부채의 구분을 ‘경제적 의무’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판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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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많은 예외의 필요가 발생하 고, ‘경제적 의무’의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

으로 인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 으며, 자본

과 부채의 구별선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

별기준 선긋기의 노력은 미국세법 제385조에 근거한 재무부 규칙 제정시도가 

30년을 넘는 노력에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의 불가

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용평가사들은 대부분 ‘만기’, ‘후

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이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

성과 부채성을 비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구분의 논거는 명확하

게 밝히고 있지 못하나, 시장에서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

다.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의 금융상품을 비율적으로 구분하여 일부 자본으로 

일부 부채로 인정하자는 생각 자체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러한 방법의 타당

성은 이 자체가 특유한 장점이 있다기 보다는 다른 방법의 실패에 기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자본과 부채의 이분법에 따른 선긋기(예를 들면 

기업회계의 경우)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금융상품 및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이 발달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방안은 

BASEL 식으로 중간의 역을 설정하는 것인데 –‘복층적 자본구조’ -, 기존에 

자본과 부채로 이원화된 조세제도(손금산입, 소득구분, 국제조세에서의 소득의 

원천 등)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너무나도 큰 폭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 자본

과 부채의 구별선을 찾기도 어려운데, 중간 역의 구별선을 정하는 것이 쉬

울 리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자본과 부채로 이원화된 조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

면서 경제적 실질에 최대한 접근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에

서 자본과 부채의 중간성격의 금융상품을 자본과 부채로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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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상대적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십년

간 논의해도 자본과 부채의 구별선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었다는 경험, 파

생상품을 통한 금융상품의 복제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없

이는 자본과 부채의 구별을 무력화하다는 점(앞서 풋-콜 패러티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통합법과 분리법의 논쟁에 불구하고 결론은 구별

한 결과가 기존의 조세제도에 틀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세의 결과가 경제적 실

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오히려 지배

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본과 부채의 양극단 사이의 연속선 또는 스펙트럼

의 중간에 존재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파생거래과세제도에 따르지 않는 다양한 

파생적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완전한 자본이거나 부채일 

수 없으며, 결국은 그 중간의 역에서 나누어(즉, 배분하여) 자본과 부채로 

과세함으로써 좀 더 경제적 실질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아예 신용평가의 경우처럼 자본과 부채의 구분을 포기하고, 

‘연속성’ – 또는 ‘아날로그’ – 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제 초창기에 Seligman이 기업자본수단 사이에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따

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자본과 부채의 이원화된 

구분은 의미가 없으니 개별 청구권별로 각각 표시와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는 회계상 청구권접근법의 주장 또는 법인-주주 이중과세의 문제를 접근할 때 

주주와 채권자의 소득 모두 법인 단계에서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

자(주주 또는 채권자)의 소득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포괄적사업소득과세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의 아이디어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날로그 식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다.  

또하나 중요한 결론은 모든 역은 자본과 부채의 원형 자체에 대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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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각 역은 부채의 핵심 속성을 ‘만기의 원금상환 

및 확정적인 이자의 지급의무’와 ‘기업의 경 상 결과에 따르지 않는 자본보

다 선순위 상환의무’로 삼고 있었고, 그러한 바탕에서 자연스럽게 부채의 세 

가지 주요 핵심 요소는 ‘만기가 존재하고(만기)’, ‘자본에 비하여 선순위 상환

의무가 있으며(선순위성)’ 및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즉, 지급임의성이 없다)’

는 것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자본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

는 기업위험의 공유와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의 개념

은 자본과 부채의 경제적 스펙트럼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하이브리드증권의 조

세법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은 부채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반대로 배치하여 ‘만기의 구성’, ‘후순위성’ 및 ‘지급임

의성’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자체가 ‘기업위험’이라는 개념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이외에 세부적인 하이브리드증권의 기타약정사항들은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내기는 지극히 

어려우므로 세 가지 주요 요소의 세부배점기준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은 하이브리드증권의 내재된 파생적 

요소를 분리할지 여부 는데, 이는 미국에서 1991년 조건부지급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할 때 격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통합법(Integration)과 분리법

(Bifircation)의 논의이기도 하 다. 회계상으로는 ‘밀접관련성’기준에 의하여 분

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경향도 얕게 보이나, 이러한 밀접관련성 기

준의 실제 적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는 조세법

에서는 시가평가가 가능하고 거래유동성이 존재하여 분리하여 과세함이 훨씬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파생상

품제도가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가능하거나 파생상품의 종류별로 합리적인 과

세원칙이 성립된다면 하이브리드증권을 분리법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대안이 

생길 수도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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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많이 정밀하지는 않으나) 논자가 각 

제도에서 하이브리드증권의 자본성 여부 내지 자본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특히 BASEL제도 및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을 참고하여 하이브리드증권의 자

본성과 부채성을 구분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작성하여 보았고, 대표

적인 세 가지 하이브리드증권의 속성을 대입하여 자본과 부채로 배분하여 보

았다. 그러나, 좀 더 하이브리드증권의 경제적 실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반 하는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모형의 개발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제도

의 문제점 내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 보았다. 먼저, 국내거래에서는 발

행자의 손금산입조항의 수정이 필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구분 조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배당소득 이중과세감면제도와 원천징수제도의 정비가 필요

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국제거래는 거래상대방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이 개

입되므로 보다 복잡한데, 주된 방향은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가 발행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일국이 적용할 경우 이는 필연적

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를 낳으므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은 이중과세와 이중비과세를 모두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경향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각국의 세법 규정에 비하여 훨씬 간결한 문언구조를 가

진 조세조약과의 관계에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조약과 국내법

의 향은 어떻게 되는지의 난점이 존재한다. 조세조약의 소득구분과 내국세

법의 소득구분은 독립된 법해석으로 보는 현재의 주류적 해석론상, 현 체제에

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에 따라 하나의 하이브리드증권이 자본과 부채로 배

분될 경우, 조세조약에서 명문으로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권을 별도로 해결하

지 아니하는 이상 조세조약상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국가와의 소득구분의 불일치로 인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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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세조약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에 BEPS 

프로젝트에 의하여 국내에 도입된 국조법 제15조의3과 관련하여서는, 하이브

리드증권 배분법은 동 국조법에 따른 연결규정 적용 이전의 국내제도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배분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로 인하여도 이중비과세가 남는 범

위에서 국조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원천지국법 거주지국법 및 조

세조약 사이의 삼면관계에서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에서 일관된 입

장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를 피할 수 없다. 궁극

적으로는 자본과 부채 구별기준에 대한 국제적 수렴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

릴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 부채의 구별 또는 구분과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고찰 하에 각국의 법형식에 국한되지 않는 자본과 부채의 원형

에서 도출되는 ‘만기’, ‘후순위성’ 및 ‘지급임의성’이라는 경제적 요소에 대한 

배점기준을 발달시켜, 현재의 극심한 자본과 부채 사이의 단절면이 가져 오는 

조세불균형과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본과 부채의 구분방식 및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한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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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부록 1. BASEL 자본구성요소의 변천내용  

 

1. BASEL I의 자본구성요소 

BASEL I (1988)에서는 자본의 구성요소를 ‘기본자본(core capital. ‘Tier 1 자본’)’과 

‘보충자본(supplementary capital. ‘Tier 2 자본’)’으로 구분하 다. 자기자본비율 산

식의 분자가 되는 기본자본은 총자본의 50% 이상이어야 하 다. 즉 보완자본

은 50% 이하이어야 하 다.612  자기자본비율의 분모가 되는 위험가중자산은 각 

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이루어지는 값의 총합으로 정하 는데, 위험가

중치는 거래상대방(즉, 차주)에 따라서 대략적으로(broad-brush judgement) 구별

하여 5단계613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보완자본의 한 유형인 ‘하이브리드 채무금

융상품(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은 (i) 무담보이고 후순위이며 완전히 납입

되었을 것, (ii) 권리자의 선택권에 의하여 상환가능하지 않아야 하고 감독기관

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채무자에 의하여 상환이 가능할 것, (iii) 해당 은행이 

 
612  BASEL I (1988), 14문단. 기본자본은 보통주와 공시된 유보금(published reserves)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보완자본은 (1) 공시되지 아니한 유보금, (2) 재평가이익, (3) 일반적 
충당금{특정된 손상에 대응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적립금을 의미, BASEL (1988) 18문단}, 
(4) 하이브리드 채무금융상품(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 문단 22에서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결합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의됨), (5)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subordinated 
term debt)로 구성되었다.  

613 그 비율은 0, 10, 20, 50, 100%로 구별하 다. BASEL I (1988), 문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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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되기 전에 손실을 분담할 것, (iv) 회피할 수 없는 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은행이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이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 다. 이와 같이 BASEL I에 의하여 보완자본에 포함

된 ‘하이브리드 채무금융상품’이 현재 시장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하이브리

드증권의 최초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BIS는 BASEL II 시행 이전에 이미 자본인정항목에 대한 변화를 가져 왔

었다. 먼저, BIS는 자본성이 강한 특수목적기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증권을 최

대 15%까지 기본자본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614  다음으로 

‘Tier 3 자본’ 유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시장위험을 방지하

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단기(만기 5년 미만) 후순위채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615 

 

2. BASEL II의 자본구성요소 

BASEL I의 자본기준이 – 특히 위험비중 판단에 있어서 - 거칠고 성기었기 때

문에(‘broad-brush judgement’), BASEL II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 다. 즉, 자기자본비율산식 중 분모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위험

가중치의 판단에서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상세한 기준을 도입하 는데, 신용평

 
614 BIS, “Instruments eligible for inclusion in Tier 1 capital”, Press Release (1998) 

615 BCBS, “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1996) 7면. 이러한 
단기 후순위채는 시장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Tier 1 자본의 일정 비율(250%)의 범위에

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Tier 3 단기 후순위채의 요건은 (i) 무담보성, 후순위성 및 완납

성, (ii) 최소 2년 이상의 만기, (iii) 감독기관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조기상환이 불가

할 것, (iv) 은행이 자본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리금이 지급정지될 것(lock-in clause)이었

다. 같은 글, 7면 내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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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 기준을 주로 의지하게 되는 ‘표준접근법(the standardized approach)’과 금

융기관 내부신용등급판단에 근거하게 되는 ‘내부신용등급접근법(the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의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 고, 은행이 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BASEL II는 신용평가사들의 외부기준

(표준접근법의 경우)이나 은행 자체적인 기준(내부신용등급접근법)에 의하여 

위험을 고려하여 구별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616  그 이외에는 BASEL II는 분

자의 총자본 기준은 BASEL I 및 그 개정사항을 유지하 다.617   BASEL II에서

의 산식은 아래와 같았다.  

 

 

                       기본자본 + 보완자본 

자기자본비율 = -------------------------------------------------------------  X 100 

                  신용위험가중자산  + 운 위험가중자산 

 

BASEL II에서는 「보완자본」의 항목으로 기한부후순위채권과 상환우선주를포

함하 다. 구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618  별표 3(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산출 기준) 제6조에 의하면 보완자본은 (i)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

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한다), 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

 
616 Patricia Jackson & Alison Emblow, “The new Basel Accord”, 120면 내지 123면 

617 BASEL II, 41문단. 

618 구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8. 12. 29.자로 개정된 것) 



313 

 

수단의 발행자금, (ii)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

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한다)과 

(iii)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환우선주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완자본은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0% 범위 내에서 자기

자본에 산입할 수 있었고,619  보완자본 중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자금은 (가)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

(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조건일 것, (나)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

지급연기가 가능할 것, (라)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및 (마) 금리의 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620의 50%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

에 산입할 수 있었다.  

또한, 하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기본자본의 50% 이내라는 한도가 

있었고,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했으

며,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과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

 
619 동 시행세칙 제6조 나.항 (1)  

620  당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
는 금리와의 차이. 동 시행세칙 제6조 나.항 (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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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조건일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 었다.621  다만, 과도한 금리상향조정

조건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손실흡수능력이 적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

다.622 

 

3. BASEL III의 자본구성요소 

BASEL III에서 사용하는 규제자본은 계속기업 상황을 전제하는 자본인 기본자

본(‘Tier 1 자본’)과 청산기업 상황에서 자본의 역할을 하는 보완자본(‘Tier 2 자

본’)으로 나누어진다. 623  계속기업에 대한 요건은 사전 손실흡수능력이고 

BASEL III는 이를 강화하 다. BASEL III는 ‘Tier 1 자본’을 다시 보통주자본

(Common Equity Tier 1: CET 1)과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AT 1)으로 나눈다. 

유보된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자본에 포함되고, 특정 증권 발행시 발생하는 

잉여금은 해당 자본 항목에 포함된다.624  BASEL II의 자기자본비율과 비교하면 

신설된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자본비율(Tier 1)은 4.0%

에서 6.0%로 상향되었다. 총자본비율 8%는 유지되었다. BASEL III에서의 자기

자본비율 산식은 아래와 같다. 분모의 위험가중자산 산식은 BASEL II에서는 

 
621 동 시행세칙 제6조 나.항 (5). 

622  구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8. 12. 29.자) 별표 3 제6조에 의하면 기한부후순위채

무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

는데, 이러한 일정한 상환금지 조건에는 과도한 금리상향조정조건(step up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금리상향조정조건 자체가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동조 나.항 
(8)(가)}. 

 
62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역편], “바젤III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체계” (2011), 27면. 

624 Alexander, 위 책,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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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리스크평가조정이 추가되었다.  

 

                 총자본(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자기자본비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 100 

                위험가중자산(신용위험가중자산 + 운 위험가중자산  

+ 리스크평가조정) 

 

여기서 ‘보통주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

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이다. 여기에는 자

본금, 보통주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된다. ‘기타기본

자본’은 Tier 1 자본 중 보통주 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이면 이에 해당한다. 

Tier 2 ‘보완자본’은 Tier 1 자본에 포함되지 않는 증권으로서 청산시 은행의 손

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증권

이 Tier 2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리상향조정조건이 없고 만기 5년 이

상의 후순위채권이라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기본자본(Tier 1 자본)의 한 항목인 「기타기본자본」

으로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기본자본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625  이는 BASEL III 하에서의 기타기본자본(기타 

Tier 1 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적격요건(Criteria for Inclusion in Additional Tier 1 

Capital)을 반 한 것이다. 

다음으로 Tier 2 자본인 「보완자본」에서는 기본자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

 
625 동 시행세칙 별표 3. 제6항. 



316 

 

본증권의 발행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데, BASEL III의 Tier 2 자본에 포함되기 위

한 적격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 되어 있다. 은행

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가 정하는 보완자본은 다른 항목도 있으나, 그 중 

하이브리드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은행업감독규정이 BASEL III Tier 2 자본요건

을 반 하여 제정한 동 시행세칙 별표 3 제7항(보완자본) 나.항에 따른 보완자

본이다. 다만, 만기가 5년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보완자본에서 차

감되어야 한다.626 

[표. BASEL III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주요 요건] 

기타기본자본의 주요 요건 보완자본의 주요 요건 

- 후순위성 

- 신용보강의 부존재  

- 만기의 구성(금리상향조정조건 

등 사실상 상환유인 없을 것 포함) 

- 콜옵션은 발행사 주도에 국한됨 (5

- 후순위성 

- 신용보강의 부존재 

- 만기는 5년 이상 

- 콜옵션은 발행자 주도에 국한됨 (5

년 이후 가능) 

 
626 이러한 BASEL III상 보완자본(Tier 2 자본)의 요건을 기타기본자본(Tier 1 자본)의 요
건과 대조하면 아래와 같은 주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원본상환에 대한 감독기관 사전승인 요건이 없다. 다만 콜옵션에 대하여 발행은행

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콜옵션이 행사될 것
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조건이 존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은 보완자본과 기타

기본자본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2) 배당 또는 이자지급이 임의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3) 도산법상 부채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즉 도산법상 자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4) 회계상 부채로 취급될 경우 사전에 정한 발동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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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가능) 

- 원본상환에 대한 감독기관 승인 

- 이자지급의 임의성 

-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건이 

반응하여서는 아니됨 

- 도산법상 자본으로 인정되어야 함 

- 회계상 부채로 인정될 경우 손실흡

수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상황 이외

에는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한이 없

어야 함 

- 발행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여야 

함 

 

 

4. BASEL II와 BASEL III에서의 자본요건의 비교 

 

앞서 본 바와 같이 BASEL II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보완증권 및 후순위채무의 

3가지 하이브리드증권이 존재하 고, BASEL III에서는 하위 후순위채무는 자본

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므로 신종자본증권 및 보완증권(상위 후순위채

무 포함)만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BASEL 체제상 인정되는 하이브리드증

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 중에서 BASEL II에서의 기본자본(Tier 1 자본)에 포함되는 ‘신종자본증권’과 

BASEL III 하의 기타기본자본(Tier 1에 포함됨)의 주요 항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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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ASEL III 기타기본자본과 BASEL II 신종자본증권 비교] 

 BASEL III 기타기본자본 BASEL II 신종자본증권 

공통요건 만기: 영구적 / 30년 이상, 연장 가능 

콜옵션: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 (발행자의 자율적인 판

단) 

파산시 변제순위: Tier 2 자본보다 후순위 

차이점 

금리상향조건 

(Step up) 

불가 10년 경과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 또는 최초 신용가산

금리의 50% 

중도상환 있음 (다만, 중도상환 이후 

BIS 자본비율 10.5%, 기본자본

비율 8.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있음 

이자지급 전적으로 발행자 재량이어야 

함 

특정 조건 627  하에서 연기 가

능 

손실 흡수 예정사유발생시 상각 또는 주

식전환 

없음 

회계상부채인 경우

의 추가 예정사유 

예정사유 발생시 보통주자본

(CET)이 5.125% 이하라면 청

구금액이 감소할 것 

없음 

 

이와 같이 BASEL II 하의 Tier 1 자본이기 위하여는 상각이나 전환이라는 개념

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 으나, BASEL III 기타기본자본은 예정사유발생시 증

 
627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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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상각되거나 발행자의 보통주로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통주

자본비율이 5.125% 이하가 되는 경우 자동상각이 되도록 하는 등의 추가조건

들이 있고, 이는 모두 해당 발행은행이 도산상태에 이르기 전이라도 미리 이

러한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하여 회사의 손실이 흡수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금융기관이 존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BASEL IIII에서

는 하이브리드증권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금리상향조정조건을 금

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628 

다음으로 BASEL III 하에서의 보완자본(Tier 2)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의 요건

과 BASEL II 하에서 보완자본(Tier 2)으로 인정되던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조건

이 유사하므로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마찬가지로 BASEL III에서는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자상승조정조항을 허용하지 않는다.  

[표. BASEL III 보완자본과 BASEL II 기한부 후순위채무 비교] 

 BASEL III 보완자본 자본증권 BASEL II 기한부 후순위채무 

만기 5년 이상 5년 또는 10년 이상 

콜옵션 가능여부 5년 이후 콜옵션 가능 만기 전 콜옵션 가능 

Step up 불가 가능(5년 경과후 1% 또는 최

초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 

중도상환조건 중도상환 이후 BIS 자기자본

비율 10.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가능 

중도상환 이후 BIS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가능 

 
628 한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BASEL II 체제 하에서도 Tier 1 자본이기 위하여는 금
리상향조정조건이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Federal Reserve System, “Risk-Based 
Capital Standards: Trust Preferred Securities and the Definition of Capital”, 12 CFR Parts 208 and 
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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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연기 지급 불가(non-deferrable) 연기 지급 가능(deferrable) 

손실흡수방법 상각 또는 주식전환 없음 

예정사유 존재함 없음 

 

요약하면, (i) BASEL III에서는 상각 또는 주식전환이라는 손실흡수능력을 자본

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며, (ii) Basel III에서는 이자상승조

정조항(Step Up) 같은 특별조항을 통해 중도상환유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확

충수단을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고, (iii) 시장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되었

던 Tier 3자본(만기 5년 미만 단기후순위채무)은 BASEL III에서 폐지되었으며, 

(iv) BASEL II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던 상환우선주는 BASEL III에서는 자기

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629 전반적으로 BASEL III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도산사

유 발생 이전의 계속기업상태에서의 사전적 손실흡수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629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December 2010 (rev June 2011). Page 13~14 참조. CET 1은 보통주로 인정되어야 하고, 회계

상 자본이어야 하며, 청산시 최후순위이어야 하고, 배당이 강제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
므로 현재로서는 우선주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 또한, BASEL II에서와는 달리 BASEL 
III에서는 보완자본의 유형으로 우선주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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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록 2. 미국의 하이브리드증권 상품에 대한 조세법상 자본과 부채 구별의 

논의  

 

1. 미국 은행지주회사의 만기 10년부 후순위채 사안 (RR 85-119) 

Revenue Rulling 85-119는 미국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가 발행한 만

기 10년부 후순위채의 부채성을 인정한 사안이다. 이 후순위채는 발행자가 채

권만기에 스스로의 발행자본으로 상환할 수 있는 형태의 ‘강제교환증권

(mandatory exchangeable securities)’이었고,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여도 이자지

급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원본의 조기상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조건이었다. 630  이 사안에서 미국국세청은 채권자의 약한 권리구제권한 

및 발행자의 자기주식 상환조건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궁극적으로는 ‘채권(debt 

claim)’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본상환청구권은 있으므로 부채로 

본다고 하 다. 

 

2. ‘ARCN’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이 발행한 ‘변동이자율전환사채

(Adjustible Rate Convertible Notes, “ARCN”)’에 대하여는 Revnue Ruling 83-98을 통

하여 부채성을 부인하 다. 이는 만기 20년 후순위채로서 이자율은 발행자 보

통주의 배당률에 연동되어 있었다. 미국 국세청은 이러한 ARCN은 주식으로 

 
630 Humphrey, 위 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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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채로 볼 수 없고 자본으로 본다고 하 다. 

이 회신은 실제 ARCN 거래가격이 보통주의 가격에 연계되어 왔고, 이는 당해 

전환 옵션이 깊은 ‘내가격(in the money)’ 상태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유

력하 으므로 미국 판례가 부채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확정된 금액 지급의무

(obligation to pay a sum certain)’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 다.631   

 

3. ‘MIPS’ 및 신탁우선증권(Trust Preferred Securities) 

‘MIPS’라고도 불리우는 ‘누적적변동금리부 월별 소득 우선주(Cumulative 

Adjustible Rate Monthly Income Preferred Shares)’는 널리 활용된 금융상품으로서 2

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초 발행기업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후순위채를 보유하는 투자기업은 다

시 그에 대한 투자자에 대하여 우선주를 발행하는 2단 구조이다. 이는 1987년

에 도산한 Texaco사(Texaco Corporation)에 의하여 처음 발행된 것인데, 여기서 

Texco사는 미국세법상 파트너쉽으로 취급되는 특수목적회사(Texaco Capital LLC

라는 상호의 ‘Special Purpose Company’ 소위 ‘SPC’)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여 회

계상 연결되었고, 이 특수목적회사는 Texaco사에 대하여 후순위채 투자를 하

으며, 이 특수목적회사는 그 투자자들에게 MIPS를 발행하 다. Texaco사가 

특수목적회사의 발행지분 전부를 소유하 으므로, Texaco사와 특수목적회사는 

회계상 연결되었고,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2차 투자자가 보유하는 우선주는 회

계상 Texaco사가 발행한 지분으로 취급되고 Texaco사와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631  Humphreys, 위 글, 1면. 각주 2. 이에 대하여 Humphreys는 Revenue Rulling 85-119와 
Revnue Ruling 83-98을 비교하면서 1980년대 미국 은행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비하여) 은행에 대하여 우호적인 국세청의 회신이 내려졌고, 
일반기업이 발행한 ARCN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회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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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거래는 회계상 연결에 의하여 무시되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 다. 

신용평가기관도 이를 발행기업인 Texaco사 입장에서 자본으로 취급하 다. 632 

다른 대표적인 MIPS 발행 사례는 엔론(Enron)사가 1994년에 발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 본 미국 국세청의 Notice 94-47이 공표되었다.633 이

와 같은 Notice 94-47은 그 자체의 독립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1990년대 초

반에 하이브리드증권으로서 손금산입 가능한 상품들이 다수 발행됨에 따라 미

국 국세청이 손금산입의 한도에 대하여 시장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여겨

진다.634  이러한 MIPS{특히 ‘신탁우선증권(Trust Preferred Securities)’구조를 이용

한 것이 많음 635 )의 발행기업 입장에서의 자본 인정은 (은행권에 있어서는) 

BASEL규제에 의하여 보다 상세한 실질적 자본성을 검토하는 자본체계가 도

입되고, 그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신탁우선증권이 규제자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636을 공표함으로써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향

으로 은행계 하이브리드증권 발행시장이 변화되었다.637  이와 같은 MIPS 등의 

 
632 Humphreys, 위 글, 2면. 

633 같은 글, 같은 면. 

634 Bundgaard, 위 책, 90면도 같은 취지.  

635  MIPS의 2단구조는 이후 위탁자에 의한 취소가능한 선언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지배

력을 유지하여 위탁자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미국세법 제671조 내지 제677조에 
따른 ‘Grantor Trust’를 이용하는 구조로 발전되었다(이를 ‘trust preferred securities’거래라

고 함). 따라서, 조세상 위탁자의 자산으로 같은 과세가 이루어진다{즉, 별도의 도관체

(pass through entity)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Humphreys, 같은 글, 같은 면. Grantor Trust
의 역사 및 과세에 대하여는 Dukeminier외 3인 공저, “Wills, Trusts, and Estates”, 7th ed., 
2005, 516 ~ 518면. 

636  Federal Reserve System, “Risk-Based Capital Standards: Trust Preferred Securities and the 
Definition of Capital”, 12 CFR Parts 208 and 225 [Regulations H and Y; Docket No. R-1193] 

637  Humphreys, 위 글, 5면. FRS의 공표(각주 626) 7면에 의하면 이러한 기초자기자본

(Tier 1 capital)에 포함되는 신탁우선증권이기 위하여는 연속되는 20분기(즉, 5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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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우선증권 구조는 조세상으로 발행기업의 손금산입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

다.638 

 

4. 스트래들(Straddle) 거래 손금산입제한 및 부적격채무상품 손금산입제한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증권

에 대하여 상당한 입법적 제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으로는, 발행자나 특

수관계인의 주식 가치에 결부되어 중대한 분량의 원본이나 이자의 지급이 결

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이자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법개정과, 639  금융거

래가 손익을 조작하는 스트래들(straddle)거래로 인정될 경우 그러한 경우의 이

자는 손금산입 되지 아니하고 자본화하는 제한640을 들 수 있다.641  

 
이자지급 유예 권한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후순위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양적으

로도 기본자본 총량의 25%로 자본인정범위가 제한되었다(위 공표 제8면). 미 연방준

비은행은 이러한 신탁우선증권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를 비교하는 도산절차에 있어서 기업도산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독자적인 제도인 은행규제자본제도에 있어서는 자본으로 인정할 것임을 천명

하고 있다(위 공표 제7면).  

638 Humphrey, 위 글, 10면 ‘Enhanced Preferred Trust’에 대한 설명부분 참조. 

639  미국세법 제163조(l)의 부적격 채무상품(disqualified debt instrument)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규정이다.  

640  미국세법 제263조(g)에서는 손익조작을 위하여 걸쳐지는 포지션을 보유하는 거래를 
‘양 다리 걸치기’라는 의미에서 ‘straddle거래’라고 부르고, 그로 인한 하이브리드금융

상품에서의 이자 지급은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본화(즉, 취득금액 상승)으
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641  Garlock, 위 책, 9059면. 또한 Garlock에 의하면 현행 미국세법 해석상 최초 투자 금
액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금융상품은 확정금액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

서 자본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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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하이브리드증권은 시장에서는 하나의 

하이브리드금융상품으로 판매되나, 법률적으로는 채무상품과 발행자의 주식에 

대한 선도거래(채무상품의 투자자가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교부하고 발행자

는 주식을 인도하는 내용의 선도 매매 또는 교환 거래)를 결합하거나(이를 강

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강제전환상품(Mandatory Convertible)”이라고 부른

다), 642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대한 미국세법 제163조(l)의 적용 제외에 근거한 

강제교환상품(Mandatory Exchangables)이 있다.643  한편, 1990년대 초반에 발행되

었던 발행자가 보유하는 발행자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 투자주식을 전환 대상

으로 삼으면서 상당한 장기(30년 이상)의 만기를 정함으로써 원본보장이 가능

하도록 하 던 교환상품들(Exchangeables)은 미국세법 제163조(l)의 부적격채무

상품에 대한 손금산입제한규정의 입법과 더불어 발행자 입장에서는 손금산입

이 어려워졌다고 한다.644645 

 
642 Garlock, 위 책, 9060면 내지 9066면.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는 선도거래의 만기와 대
출채권의 만기를 상당히 차이가 나게 함으로서 두 개의 분리된 거래로 세법상 판단되

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상품명은 ‘ACES’, 
‘PRIDES(Preferred Redemable Increased Dividend Equity Securities)’ 등이라고 한다. 

643  미국세법 제163조(l)(5)는 163조의 발행자의 주식이나 관계회사의 주식으로 상환 또
는 변제되는 비적격금융상품 손금산입제한을 증권딜러(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개념

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소위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

고 있다. Garlock, 위 책, 제9066면 내지 제9074면.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무상품과 
장기의 콜옵션을 보유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구조의 상품명은 ‘DECS(Debt 
Exchangable for Common Stock)’가 대표적이고, ‘ELKS(Equity LinKed Securities)’, 
‘YEELDS(Yield Enhanced Equity Linked Debt Securities)’, ‘SAILS(Stock Appreciation Income 
Linked Securities)’ 등도 있다고 한다. 

644  Garlock, 위 책, 9074면 내지 9076면. 이러한 구조의 상품명은 ‘PHONES(Participating 
Hybrid Option Note Securities)’, ‘SIGNS(Stock Indexed Growth Notes)’, ‘ZENS(Zero-premium 
Exchangeable Subordinated Notes)’ 등이라고 한다. 

645  이러한 규제 하에서 2000년대 이후의 하이브리드증권의 주된 구조적 유형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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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가지로 특징 지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Bundgaard, 위 책, 92면. 

(i) 전통적인 유형으로 자본과 부채의 성격불일치를 이용하는 유형, (ii) 위의 신탁우선

증권(Preferred Trust Securities)나 MIPS에서 보듯이, 2단 발행 구조를 이용하여 최초 발행

자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고, 중간에 파트너쉽이나 ‘Grantor Trust’를 이용하여 연결이 
되면서 회계나 BASEL 규제자본 상으로는 지분증권으로 인정이 되는 유형, (iii) 2개 이
상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시장에서는 하나의 결부된 상품으로 인정되나 조세상으로

는 구별되어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그 중 하나인 채무상품에 대한 지급이 이자로서 손
금산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유형, (iv) 하나의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별도의 
도관체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에 원래의 보유자가 당해 금융상품으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고 그 주주에게 배당하 을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의 법인세를 생
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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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록 3. 미국의 조건부채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에 대한 과

세제도의 변천  

 

1. 1986년 규칙초안 

 

1986년의 규칙초안은 결과를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Wait and See 

Approach’라고도 불리우는데, 646  원금보장을 하는지 여부(즉, 확정원금

이 투자금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 다.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는 재무부 규칙 1.1275-4(e)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이 규칙

은 조건부지급이 아닌 부분(즉, 확정지급부분)에 대하여는 OID규칙 647

에 의하여 처리하고, 조건부지급 부분은 확정된 경우에 전적으로 이자

로 취급하 다. 원금 이상의 상환약정이 없는 경우는 재무부 규칙 

1.1275-4(f)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i) 조건부지급이 만기에만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확정금지급은 모두 원금의 상환으로 처리되었고, 만기

에 확정된 당초의 조건부지급은 투자자의 원본 상환 금액까지는 원본

상환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이상의 부분은 이자로 처리되었다. 만일, 

최종 상환 금액이 원금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자는 손실을 인식하고, 

발행자는 채무면제이익(Cancelation of Debt Income)을 인식하 다. (ii) 조

 
646 Garlock, 위 책, 9077면. 

647  ‘Original Issue Discount(OID)’ 규칙은 채무증권을 할인발행할 경우 할인금액을 기간

에 비례하여 이자소득 및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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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지급이 만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체제가 규

정되었었는데, 실제 지급된 조건부지급액을 나누어 미국세법상 기준이 

되는 일정한 연방이자율(Applicable Federal Rate, ‘AFR’)로 계산된 금액 

까지는 이자로 취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본으로 취급되었다. 즉, 만

기 이전의 조건부지급은 AFR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 부분을 제외하면 

원금으로 취급되었다. 

 

2. 1991년 규칙초안 

 

1991년 규칙초안648이 나오게 된 계기는 1986년 제안규정이 그 규정체

계상 과세이연이 발생하는 구조 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발행한 주가지수연계증권인 ‘SIGN’(Republic of Austria Stock 

Index Growth Notes) 상품은 원금 상환을 보장하면서 정률의 이자는 없

고 만기에 주가지수의 상승분에 근거한 조건부지급만을 하는 구조

다. 이 경우 주가지수상승분은 모두 만기까지 소득으로 인식되지 아니

하고 실제로 장기채로서 할인적 요소가 있음에도 이자소득으로 인식

되지 아니하 다. 미국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한 조세 이연으로 보고 재

무부 규칙 1.1275-4(g)를 제안하 는데, 이 규정은 확정지급액

(noncontingent payment)이 금융상품의 발행가 이상이고 조건부지급은 - 

그 전부 또는 일부가 - 상장된 자산을 준거로 하여 결정되는 것만을 

 
648 IRS, “Debt Instruments with Original Issue Discount; Contingent Payments”, RIN 1545-AH46, 
56 FR 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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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대상으로 삼았다. 

이 규정은 1986년의 규칙 1.1275-4(e)와 비교할 때, 확정지급 부분과 

조건부지급 부분을 나눈다는 점은 유사하 으나, 두 가지 차이가 있었

다. 우선, 금융상품의 발행가가 확정지급부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지급부분과 조건부지급부분의 시장가에 근거하여 비례적으로 배

분되는 구조 다. 둘째로, 조건부지급부분은 채무상품으로 인한 지급

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분리가능한 투자단위상품(investment unit) 

과세 649와 같이 ‘옵션, 증권 또는 기타 재산적 권리(option, security or 

other property right)’의 성격을 보유하게 하 다.650 이와 같이 1991년 시

행규칙은 그 범위는 제한적이었으나, 본격적인 시가평가에 따른 ‘분리

법(bifurcation or deconstruction)’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 

방법은 조건부지급이 상장된 자산을 준거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만 대

 
649  미국세법 제1273조(c)는 투자단위상품을 채무상품이 옵션(option), 증권(security) 또
는 다른 재산권(other property right)과 같이 발행된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투자단위상

품은 분리하여 각 시장가의 비율대로 발행가를 안분하고, 채무상품은 미국세법상 OID 
규칙을 적용한다. 미국세법 제1273조(c)(2). 재무부규칙 1.1273(h). Garlock, 위 책, 10,003
면. 

650  대표적인 기타 권리는 신주인수권이다. 채무상품과 같이 발행된 것이 신주인수권

이면, 신주인수권부분의 가치에 대하여는 발행자는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하고, 신주인

수권 행사 당시에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안분된 가치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수령한 
금액(신주발행대금)과 실제 발행된 주식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 신주발행에 대한 미국세법 제1032조(a)가 적용된다. 
Garlock, 위 책, 10,005면.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다면,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시 지급한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현금정산한다면 투자자는 손익을 인식하나, 발행자는 이러한 경
우에도 미국세법 제1032조(a)가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옵션이나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므로 아무런 인식을 하지 않는다. 같은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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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 다.  

이와 같이 분할되는 조건부지급을 재산적 권리로 취급함으로써 자본

손익(양도손익, Capital Gains and Losses)으로 소득구분이 되는데 이는 내

재된 파생상품(또는 지분상품)과 독립된 파생상품(또는 지분상품) 사이

에 균형을 이루는 장점은 있었으나, 구분되는 확정지급과 조건부지급 

사이의 가치 배분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았다.651 

 

3. 1996년 규칙초안 

 

현재의 제도인 1996년 규칙은 발행시 투자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수

단(즉, 발행대가)이 무엇인지와, 불확지급부채권이 과세대상 상품인지 

비과세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한

다{§1.1275-4(a)}652 

① ‘금전이나 상장된(publicly traded)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조건

부지급채권’에 대한 취급은 ‘비교가능한’ 조건부지급이 아닌 채권으로

부터의 이자와 같이 소득을 인식하고, 이를 “Noncontingent Bond Method”

라고 부른다.653 이는 아래와 같은 4단계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651 Garlock, 위 책, 9079면 

652 Garlock, 위 책, 9033면 이하. 

653 Reg §1.1273-2; Reg §1.1275-4(b) Garlock, 위 책, 9014면 이하.  여기서 ‘금전이니 상장

된(publicly traded)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채무상품’이란 의미는 ① ‘금전을 대가

로 하여 발행된 채무상품’, ②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되었으나 상장된 채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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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일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수익(comparable yield)을 결정함 – 만

일 시장정보를 통하여 비교가능한 수익을 결정할 수 없으면 ‘적용가

능한 연방 이율(applicable federal rate)’을 적용함 (reg 1.1275-

4(b)(4)(i)(B) 

2. 발행일 기준으로 예상되는 지급 일정표를 결정함 – 모든 불확정

적이지 않은 지급과 각각의 조건부지급 예상금액으로 일정표를 정

함 

3. 매일의 이자금액을 결정함 

4. 사후적으로 실제 조건부지급이 일어난 금액과 예상되었던 금액의 

차이를 조정함 

 

이 방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은, 비교가능한 확정지급부채권

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환권을 포함한 채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전환권이 없는 채권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 미국 국세청은 전환권 없

는 채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654 

 
③ ‘상장된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채무상품’을 포함한다. 여기서 ‘금전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채무상품’이라 함은 중요한 부분이 금전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즉, 금융

상품이 금전 납입으로 발행된) 금융상품이다.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상장된 채
무상품’은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되었으나 채무상품 자체가 매각금액이 존재하거나, 
확정호가(firm quote)가 존재하거나, 또는 예비적 호가(indicative quote)가 존재하는 경우

를 의미하며, 이러한 3가지 경우를 총칭하여 ‘확립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에서 
상장된(publicy traded)라고 호칭하고 있다. 상장된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채무상품

은 발행대가가 상장된 자산인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채무상품은 발행가격 자
체의 금전적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654  Rev. Rul. 2002-31. 재무부 규칙 1.1275-4(a)(4)는 발행자 또는 관계인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조건부지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는 
미국 판례가 단순 전환권만 있는 사채는 조세상 전환권을 분리하여 나머지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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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장된 자산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조건부지급채무상품’655 : 이는 

비상장된 자산(다만, 금전은 제외)을 대가로 하여 발행된 비상장된 채

무상품이 된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불확정부지급과 확정부지급을 

분할(bifurcate)하여 독립된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656  불확정부

지급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인식된다.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

급되지 아니하면 별다른 채무상품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불확정부지

급은 일부 원본으로 나머지 이자로 인식되는데, 원본으로 인식되는 부

분은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준이율로 실제 지급액을 할인한 

금액이고 (기준이율은 대개 AFR이 된다), 이자로 인식되는 부분은 나

머지 금액이다.657 

③ 비과세인 조건부지급상품은 미국세법 1275조(a)(3) 및 재무부 규칙 

1.1275-4(d)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다만 이러한 상품이 실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한다.658  

  

 
에 대한 손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없는 경우보다 낮은 가
격에 발행되므로 발행자는 전환권을 분리해 내고 손금산입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
고 한 점과 일치한다. Chock Full O'Nuts Corp. v. United States, 453 F2d 30 (1971). 위 미국 
국세청 회신은 위 규칙 조항을 참고하 으나, 그럼에도 비교가능한 확정지급부채권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환권도 불확정요소로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655  재무부 규칙 1.1274-2, 1.1275-4(c) 확정지급채권 부분의 발행가액은 확정만기상환금

의 액면금액과 확정상환금액의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재무부 규칙 1.1274-
2(g). 이 부분은 OID 규칙에 의하여 기간과세된다.  

656 Garlock, 위 책, 9035면. 

657 Garlock, 위 책, 9055면. Reg. §1.1275-4(c) Example 1 and 2. 

658 위 책, 같은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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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urrent tax regime, the distinction between equity and liability is extreme.  

Among such distinctions, main features of which lies in tax deductibility which means 

interest payment is deducted from payer’s income but dividend payment is not, and other 

features includes character of income under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and different 

treatment in withholding tax and sourcing rules in international taxation.  However, equity 

and liability is not distinguished inevitably and the fact is that both are ends of debt-equity 

continuity or spectrum of capital financing. Further, there are financial instruments (which 

is named as “hybrid securities” hereof)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both equity and 

liabilities and represents a point in the spectrum between equity and liability and, recently, 

issuance of hybrid securities by financial industries and major corporations increases. 

Current tax regime mainly focuses on legal character under civil or commercial law in 

defining equity or liability. This ‘all or nothing’ approach is far away from economic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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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ybrid securities and brings inefficiency and inequality in tax.  The aim of this thesis is 

finding proper taxation method of hybrid securities.  In order to achieve such aim, this 

thesis firstly studies distinction logics and trends of equity/liability and treatment of hybrid 

securities under several regimes including not only tax laws but also commercial law, 

bankruptcy laws, financial regulations, accounting and credit ratings, and later try to find 

meaningful implication of such other systems on taxation.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is that we have to directly confront and acknowledge that hybrid securities are mixtures of 

equity and liability features, and try to match proper point (some calls it ‘anchoring point’) 

to each hybrid securities in continuity and spectrum between both ends of equity and 

liability and, finally, adopt analogous system that proportionally allocate hybrid securities 

into both some equity and remaining liability (and vice versa).  This article calls such 

method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compared to existing bifurcation or 

integration method to hybrid securities.  For further details, this method designate three 

main features differentiating between liability and equity which are ‘maturity’, 

‘subordination’ and ‘deferring ability’ and uses these three features in determining 

proportional equity and liability allotment.  

The next task of this thesis after defining and determining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is studying the feasibility of this method.  The issues underlying practicality of 

this method includes finding tax effects of this method, desirability of such effects and 

required improvement in tax system in order for the method to function in appropriate 

manner.  In detail, deductibility in corporate tax, character of interest and dividend in 

income tax, withholding tax, dividend received deduction and direct/indirect foreign tax 

credit shall be modified in line with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The interaction 

among tax treaties, linking rules under BEPS Action 2 and this method are also to be 

reconsidered and align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double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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