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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子會社의 任職員이 外國法人인 母會社로부터 받은 

株式買受選擇權과 관련된 所得課稅의 方法*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

1)

尹 智 炫
**

요 약

  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결은 子 社의 任職員이 근로 제공의 상 방이 

아닌 母 社, 특히 외국법인인 母 社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의 과세 문제를 다루

고 있는데, 이 사건 결은 (1) 고용 계를 제로 하여 부여되는 스톡옵션 일반에 한 

과세방법, (2) 그러한 스톡옵션이 근로 제공의 상 방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와 일정한 

계에 있는 다른 회사(특히 母 社)로부터 부여된 경우의 과세방법, 그리고 (3) 이러한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과세방법에 하여 법원의 입장을 보여 주

고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이 사건 결에서, 이미 (1) 쟁 에 하여는 스톡옵션의 附 時點이 아닌 行

使時點에서 그 行使差益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2006년의 다른 未公刊 결에서 表

明하 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 (2) 쟁 에 하여는 스톡옵션이 고용 계와 일정한 

련 하에서 부여된 이상 그 부여 주체가 구인지에 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단하고 있으며, (3) 쟁 에 하여는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가 외국법인이라면 이러한 

근로소득은 을종의 것이라고 본 기존의 과세 청의 입장을 그 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건 결은, 筆 의 견해로는, 우리 소득세법 하에서 어떤 財産上 이익이 발생하

다는 것만으로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익에 한 한 課稅時點을 찾아 

그 시 에서 비로소 과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 으로 받아들여져 있다는 , 그리

고 근로 제공의 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나 現物을 교부하는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에 비추어 볼 때 (1) 쟁 에 하여 타당하고, 소득을 法律上 

가 지 하느냐와 같이 당사자들이 쉽게 임의로 법률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에 의

하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2) 쟁 에 하

여도 타당하며, 다만 이러한 소득을 乙種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근로를 제공 받는 상

방 회사가 국내에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소재한 회사로 하여  여를 지

하도록 함으로써 쉽게 源泉徵收義務를 피하고 체 인 稅負擔을 일 수 있게 한다는 

에서 (3) 쟁 에 하여는 타당하지 않다.

주제어: 스톡옵션, 株式買受選擇權, (甲種 는 乙種) 勤勞所得, 實現主義, 權利確定主義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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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사건 判決1)2)에 관한一般的인 事 3)

1. 事實關係

(1) 이 사건의 原告는 원래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내 업소의 표로 근무하

고 있던 , 1994년 3월  미국 보험회사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미국 법인으로부터 통상 ‘스톡옵션’, 우리 상법상의 용어로는 株式買受選擇

權이라고 불리는 권리, 즉 일정 시 에서 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옵션의 

‘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4)를 부여 받았다.5)

(2) 原告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하 다. 

그 결과 1998, 2000, 2001년에 있어서는, 각각의 스톡옵션 行使時點에서 행사가

1) 本稿의 評釋對象이 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2)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날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약간 뒤에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
5172 판결이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선고되었으나, 그 중 公刊된 것은 이 사건 판결뿐
이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판결들은 모
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에서 검색 가
능하며, 그 내용은 이 사건 판결과 대동소이하다.

3)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는 이미 담당 재판연구관의 연구보고서를 편집한 글이 출판되
어 있으며, 사실관계나 소송의 경과 역시 여기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규철, “외국 자
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
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공2007하, 
1866)”, 법원 례해설 제73호(2008. 7.), 법원도서관, 666~698쪽, 따라서 여기서는 위
의 글, 667~668쪽 및 原審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公刊되지 않았으나, 역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 쉽게 原文을 접할 수 있
다)에 소개된 사실관계 등에 의존하되, 本稿의 논의 전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를 소개한다.

4) 이하에서는 便宜上 일반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의 原告는 외국 母會社의 국내 子會社의 任職員이 아니라, 외국 母
會社의 외국 子會社의 국내 지점의 任職員이라는 점에서 脚註 2에서 언급한 두 판결
의 사안이나 아래 II. 2. (2) 및 (3)에서 소개하는 몇몇 행정해석이나 조세심판원 決定
例들의 사안과는 다소 구조가 다른 듯하지만, 결국 직접 고용관계가 맺어져 있지는 
않은 母會社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고 그러한 母會社가 외국법인이라는 점에서
는 기본 구조가 같으므로, 동일한 法理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
러한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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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주식의 時價와의 차액6)이 상당액 발생하 는데, 연도별로는 1998년 약 

9,600만 원, 2000년 약 1억 5백만 원, 2001년 약 4,200만 원 정도 다.

(3) 이에 하여 原告나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련된 申告納付 기

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과세 청인 被告는  行使差益이 소득세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7) 소정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년 

2월 原告에 하여 1998, 2000,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8)을 하 다.

2. 訴訟의 經過

(1) 原告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不服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 으나 패소하 고,9)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 으나 역시 

항소기각 결을 받았다.

(2) 原告의 주장10)

이 사건의 原審 결이 인용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의 原告는 기본

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로소득에 한 소득세법 제20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

은 소득에 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법하다고 주장하 다. 즉 原告는 회사의 任

職員이 귀속 받은 어떠한 이익이 근로소득이 되기 해서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품 내지 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은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6) 이러한 차액을 이하 ‘行使差益’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7) 이 사건의 原審 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이나, 이규철, 앞의 글, 667쪽에는 과세

의 근거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까지만 인용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히 하자
면 同號 중에서도 나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부분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9) 수원지방법원 2004. 7. 21. 선고 2003구합4776 판결.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규철, 앞의 글, 668쪽 脚
註 3에 의하면 그 내용이 原審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한다.

10) 이 부분은 原審 판결 중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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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  이 사건에서 原告는 고용과 련된 법률 계를 맺고 있는 미국 보험

회사11)가 아니라, 그러한 고용 계가 없는 그 母會社12)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는

데, 이 사건에서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行使差益은 바로 그러한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고용 계를 제로 하는 근로소득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13)

(나) 보다 일반 으로,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은 ‘스톡옵션의 행사 여부가 피용자

의 선택에 달려 있’다든가, 그러한 行使差益이 발생할 것인지 는 그 액수가 얼

마인지 등이 ‘불확정 ’이라는 특성이 있어 그 부여 주체에 계없이 이 에서

도 근로소득의 기존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4)

3. 이 사건 판결의 要旨

이 사건 결은 原審 결의 요지를 그 로 인용한 다음 별도의 說示를 부가

함이 없이 原審 결의 단을 그 로 수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하에

서는 법원 결 신 原審 결의 요지를 재구성하여 인용하도록 한다.

(1) 勤勞所得, 는 그 構成要素로서의 勤勞 提供과의 ‘對價關係’의 槪念

(가) 原審 결에 따르면, 일반 인 근로소득은 고용 는 이에 하는 법률

계를 제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가로서 사용자로

11) 이규철, 앞의 글, 667쪽 脚註 1은 原告가 미국 보험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12) ‘母會社’ 또는 ‘子會社’라는 용어는 상법에서는 이른바 相互株의 보유 제한과 관련하
여 사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의가 되어 있는데(상법 제342조의2), 곧 子會社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母會社라고 부른다. 여기서 꼭 商
法上의 정의를 엄격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이나, 아무튼 어느 법인의 주식을 상당
한 정도로 보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母會社라고 부르고, 그 
상대방 회사를 子會社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3) 이 주장은 스톡옵션 行使差益이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중에서도 특히 이 사
건과 같이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이다.

14)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도 原告는 ‘고용주체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지급주체가 일치하
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국내 회사 발행 주식과 관련된 스톡옵션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이 점을 이 부분 주장에서 거시
한 점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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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 받는 여’를 말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갑종 근로소득의 범 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 료․보

수․세비․임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여’라고 보다 폭넓게 규정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所得稅法上의 근로소득은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원칙 으

로 근로 계 내지 고용 계에서 유래하는 모든  부 는 경제  가치의 

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15) 

(나) 原審 결은 이러한 포 인 근로소득 개념을 제로 하여,  소득세법 

규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란 문구 역시 ‘근로의 제공과 여가 가 계 

내지 무  부 계를 이룬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 계도 ‘  

등을 계산하는 기간단 의 장단이나  등의 지 에 있어서의 주기성의 유무, 

지 수단이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가 계에 있는 일체

의 경제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16)17) 한 

原審 결은 이러한 가 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된 이

익의 크기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양과 사이에 엄 한 비례 계’가 있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兩者 간에 ‘일정한 상 계 내지는 경제  합리성에 기

15)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을종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의 ‘급여’에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과세를 위한 문구가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은 채 그
저 ‘급여’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의 ‘급여’ 역시 갑종 근로소득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16) 이 부분 說示와 관련하여 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결정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결정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文言이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급
여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 몇 가
지를 열거하고 있어’ 租稅法律主義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
용을 주로 담고 있다. 

17) 한편 原審 판결은 나아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역시 근
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고 說示하면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직
원들에게 ‘기밀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역시 그 명목에 불구하고 위 
인용된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결론)을 
인용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原審 판결은 스톡옵션의 行使差益과 
근로 제공 간의 대가관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說示는 傍論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2003두4089 판결은 아래 II. 4. (1) (다) 5)에서 언급하는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과 함께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
한 說示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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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 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여 ‘ 가 계’ 개념의 범  역시 상당

히 넓 서 보고 있다.

(2)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이 一般的으로 勤勞所得에 該當하는가 與否에 한 

判斷

(가) 이러한 근로소득 는 ‘ 가 계’의 개념을 제로 하여, 原審 결은 스

톡옵션 거래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스톡옵션 부여 당시 스톡옵션의 내용, 행

사방법 등을 事前에 정’하는 것으로서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리 行使時點에 

있어서의 주가와 권리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경제  이익을 피부여자에게 

이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거래의 결과로서의 스톡

옵션의 行使差益과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경제  희생’은 서로 가 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하고 있다.

(나) 한편 原審 결은  (가)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하여, ① 스톡옵션 제도

가 원래 ‘유능한 任職員을 확보․유지하고 장래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 을 한 것이라는 (‘스톡옵션 제도의 목 ’), ② 스톡옵션 행사는 통

상 일정 기간의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

분  계’), ③ 근로 제공과 株價 간의 일정한 련성 등의 사정 역시 들고 있

다. 이러한 說示는 요컨  실세계에 있어서 회사의 任職員이 회사와의 근로

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와 스톡옵션을 각각 보수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로서 

相互 代替的인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 통상18)이라는 을 표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 사실 일반 으로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과 련하여서는 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결에서 이미 단이 

내려진 바 있으며, 原審 결 역시 이 결을 인용하고 있다.19) 이와 같이 이미 

18) 예컨대, 조선일보 웹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한 “스톡옵션, ‘기대 반, 우려 반’ ” 제목의 
1999년 3월 3일자 기사에는 김정태 前 주택은행장이 급여로 1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급여를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한 유명한 사례나, ‘조지 소로스가 인수한 서울증권 강
찬수 사장은 급여의 90%를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했다는 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30370187 참조(필
자는 위 링크된 기사를 2008년 11월 24일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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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단이 한번 내려진 쟁 에 하여 原審 결이 비교  길게 나름 로

의 논증을 제시한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原審 법원은 아마도  결이 상당히 

간략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公刊되지 않은 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싶다.

(3) 스톡옵션 自體가 課稅對象이 아닌가 하는 疑問에 한 判斷

그 다음 단계로 原審 결은 부여된 스톡옵션 자체가 과세 상 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어 답하고 있다.

(가) 原審 결에 따르면 ‘소득’이란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  이익’을 말

하는 것인데, 스톡옵션 그 자체는 일종의 ‘ 약완결권’으로서 양도 지 약정에 

따라 ‘환가가능성’이 없으므로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  이익’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나) 原審 결이 들고 있는  한 가지의 논리는, 소득의 認識時期에 하여 

소득세법이 일반 으로 權利確定主義를 취하고 있는 한편, 법원은 소득이 그 

‘실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

는데,20) 이러한 기 에 비추어 본다면 스톡옵션의 行使時點이 소득의 認識時期로

서 보다 하다는 것이다.

(4) 스톡옵션 附與者가 雇用關係의 相對方과 다르다는 과 關聯된 判斷

 (2)항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실 스톡옵션이 부여된 경우 그 行使差益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의 行使時點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

다는 은 간략하게나마 법원이 이미 단을 내린 사항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19) 이 판결은 회사의 任職員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다만 판결의 文言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달리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아마도 근로제공의 상대방으로서 우리나라 회사였던 것으로 짐작한다)을 담고 있는 최
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公刊되
지 않은 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의 검색만이 가능하다.

20)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매우 많은데, 여기서는 그 중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이 법리가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李昌熙, 稅法講義(第7版), 博英社, 2008, 726~7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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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이 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고용 계가 우리나라 회사와의 사이

에서 맺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은 그러한 회사와 일정한 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부여하 을 경우 이를 어떻게 취 할 것인가 하는 이다.

(가) 勤勞所得에의 該當 與否

우선 原審 결은 이와 같이 고용 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회사로부터 스톡옵

션을 받을 경우에도 그 行使差益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고 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의 文言上 어떤 소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면 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한 제조건

으로서 사용자와 여 지 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擔稅力

의 측면에서도 여의 지  주체가 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

로 ‘사용자와 여 지  주체가 일치될 것을 요구할 합리 인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2) 그리하여 요컨  ‘근로자가 사용자 는 이에 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제  

이익이 고용계약 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 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단에 가의 지 주체가 구인가 하는 것은 문

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判示한다.

(나) 甲種 勤勞所得인가, 乙種 勤勞所得인가

한편 原審 결은 결의 말미에서 2002년 12월 3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

정21)을 통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 에

도 이러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단하면서, 별다른 附加 說示 없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行使差益이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判示하고 있다. 그러나 혹시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갑종이 아니라 을

종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에 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러한 이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는 에 기인

21) 대통령령 제17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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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 評釋

1. 爭點의 整理

회사의 任職員이 그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서 행사하는 경우 그 任職員

은 일정한 이익을 얻기 마련이다. 스톡옵션이란 하나의 권리일 뿐이므로, 행사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任職員으로서는 스톡옵션을 행사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現行法上으로는 이러한 任職員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하

여 明文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 에서 任職員

은 그 시 에서의 株價와, 스톡옵션 부여 당시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사가격 

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지게 된다.22) 그리고 그 行使時點에서 여 히 근로자의 지 를 유지하고 있

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의 성격은 근로소득이 되기도 하고 기타소득이 되기도 

한다.23) 한편 스톡옵션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

의 讓渡差益은 양도소득세 과세 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련하여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取得價額이 된다.24) 따라서 任

職員이 지출한 행사가격 이상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먼  行使時點

에서 종합소득으로 일부가 과세되고, 추후 새로 취득한 주식의 處分時點에서 나

머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스톡옵션이 부여되고 행사된 당시에는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하여 이와 같은 명확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25) 그리하여 이 사건의 原告가 주장한 것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2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이를 행
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의 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25)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들의 도입에 관하여는 바로 아래 2.항의 ‘(1) 스톡옵션 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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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을 스톡옵션 행사 당시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져 있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

은 이와 같이, 스톡옵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한 과세를 제로 한 아무런 明

文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을 소득세법의 범주 내에서 과

세할 수 있는가, 과세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었다.

특히 이 사건에 특유한 쟁 으로서 문제된 것은 이 사건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任職員과 직  고용에 한 법률 계를 맺고 있지 않은 외국의 母會

社가 스톡옵션을 부여하 다는 사실 계 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소

득이 근로소득이 되는지, 나아가 근로소득이 된다고 하면 所得稅法上 갑종의 근

로소득인지 을종의 근로소득인지 하는 것이 아울러 문제가 되었다.

2. 課稅의 背景 및 行政解釋

(1) 스톡옵션 去來  關聯 稅法 規定의 導入

스톡옵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7년 의 

증권거래법 개정26)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27)가 신설됨에 따른 것28)이며 

이때에는 증권거래법의 규율 상인 上場法人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에 한

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던 것을, 1999년 末의 상법 개정29)으로 

商法上의 주식회사 반으로 그 범 를 확장하 으며 이 때 명칭도 주식매수선

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30)

한편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시에 이에 한 稅制上 혜택이 주어졌다. 

즉 이때 개정된 舊 조세감면규제법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스톡옵션의 行使差

관련 세법 규정의 도입’ 부분에서 다시 설명한다.
26)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4호
27) 이 당시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條文의 제목도 이와 

같았다.
28)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개

정이유’는 ‘企業의 經營活力을 고취하기 위하여 上場法人 등의 任職員이 定款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의 株式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株式買入選擇權 
制度를 導入함’이라고 되어 있다.

29)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6호
30) 李哲松, 社法講義(第13版), 博英社, 2006, 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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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었다.31) 조세감면규제법이 다른 

세법에 한 ‘감면  특례에 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란 32)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이 규정 자체가 任職員이 부여 받는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을 암묵 인 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33) 그 

후 이 사건의 例에서도 보듯이 논란이 있자 2002년 12월 30일자 소득세법 시행

령 개정34)으로 해당 회사 는 그와 特殊關係者인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그 任職員의 신분을 유지하는 가운데 얻어진 行使差益은 근로소득으로 본

다는 뜻의 明文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35)

(2) 課稅官廳의 立場

재 筆者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스톡옵션의 과세에 한 과세 청의 입

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최 의 자료36)는 국세청이 1998년 2월 13일 납세자의 

질의에 하여 회신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例規’에 해당하는 어느 문서37)이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권리행사일 당시의 주식 거래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외국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사안에 한 것이

다. 따라서, 권리 부여 당시 행사가격이 일정한 액으로 정하여지는 통상의 스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 이 제13조의2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
법의 제15조에 해당한다.

3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철, 앞의 글, 684~685쪽에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이와 같

이 行使差益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뿐’이고 行使差益이 ‘근
로소득인지 여부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
다면 아마도 대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의 文言만으로는 行使差益
이 근로소득이라는 결론을 바로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34) 앞의 脚註 21 참조
35)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과세가 가능하였던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국세청이 매년 펴
내고 있는 개정세법 해설자료인 ‘2003년 개정세법 해설’ 79쪽(이 자료는 국세청 웹사
이트(www.nts.go.kr) 중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세법해설’ 메뉴를 통하
여 쉽게 입수할 수 있다)에서는 관련 부분의 소제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의 소득구분 명문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관련 개정이 기존 행정해석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6) www.taxnet.co.kr 사이트의 ‘예규판례검색’ 난에서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스톡옵션’이
라는 용어를 ‘임의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本稿에서 인용하는 모든 과
세관청의 질의회신은 이 웹사이트에서 찾아낸 것이다.

37) 문서번호는 국일460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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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옵션 련 사안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사실 계를 제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에 하여 과세 청은 권리행사 시 을 기 으로 하여 주식취득가액과 당일 

거래가격 사이의 차액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있다.38) 

그러나 그 이상의 근거를 붙이거나, 는 근로소득 에서도 갑종에 해당하는지 

을종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언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의 것으로 확인되는 행정해석은 1998년 10월 17일자의  다른 질의회

신이다.39) 事前에 행사가격이 약정되어 있는, 보다 통상 인 스톡옵션에 한 이 

사안에서 납세자는 일단 바로 의 질의회신에서 본 바와 같이 株價의 변동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여 

얻은 이익(즉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行使差益)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로 하여, 이 근로소득이 갑종의 것인지, 을종의 것인지 여부에 하여 비교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질의하 다. 이에 하여 과세 청은 역시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 않고 이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40) 이 행정해석

은 우리나라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母子會社 등 일정한 계에 있는 

외국 법인의 주식에 한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얻는 行使差益의 경우 갑종이 

아닌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최 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41)

스톡옵션을 부여하 을 경우 그 行使差益이 소득이 되고 그 구체 인 구분은 

을종 근로소득이라는 이러한 입장은 그 뒤에도 일 되어, 과세 청은 주식 교부

와 련된 비용을 근로를 제공 받는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법인에 지 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결론은 그 로 타당하다고 하기도 하고,42) 심지어 실제 

38)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당해 종업원이 주식취득시점에서 얻는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이라는 것이다.

39) 국조46017-143
40) 회신 부분의 文言은 “국내子會社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子會社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任職員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任職員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
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과 같다.

41)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결론은 현재의 대법원에 의하여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기도 하다. 그 결과 근로를 제공 받은 우리나라 회사는 소득세의 源泉徵收義務를 부담
하지 않게 된다. 실제 이 질의회신의 質疑文을 보면, (아마도 결론을 내려야 하는 담
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특히 그 중에서도 後者의 견해
의 내용과 근거를 훨씬 더 자세히 개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질의를 한 납세자가 
위 源泉徵收義務를 면한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
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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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行使差益에 상당하는 만을 (우리나라 회사를 거쳐) 任

職員에게 지 하는 이른바 ‘差額補償型’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

다.43)

이와 같이 1998년경 스톡옵션 과세에 한 이론  입장을 어느 정도 확립하고 

나서 과세 청은 1999년 6월에 일선 세무서에 ‘스톡옵션에 한 세원 리지침’을 

내려 보내, 근로를 제공 받은 회사의 주식 외에 母會社 등 다른 회사의 주식에 

한 스톡옵션이 任職員에게 부여된 경우 行使差益을 을종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지시하 고,44) 2001년에 와서는 외국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에 

한 소득세의 申告納付를 으로 독려하기에 이른다. 즉 국세청은 2001년 1

월 이미 申告納付기한이 지난 1999년에 귀속되는 스톡옵션 련 을종 근로소득

을 2001년 5월말까지 申告納付할 경우 그 동안 申告納付하지 않은 데 한 가산

세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표하 는데,45) 이는 아마도 국내 

거주자가 외국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에 한 과세가 그 동안 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는 認識에 기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이 먼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한 뒤, 2002년을 후하여 과세

청은 미국 과세 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한 인 분석 작업을 벌 고, 그리하여 2002년 

8월 21일 재 약 1,000명에 달하는 ‘外國系’ 회사의 任職員에 하여 그 동안 

합계 약 450억 원에 달하는 세 을 부과하 다고 발표하 다.46) 한편 스톡옵션

의 行使差益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이러한 과세 청의 입장에 하여 납세자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었는데,47) 결국 이러한 과세처분  상당수

42) 2000년 5월 18일자 소득46011-564
43) 2006년 11월 8일자 서면1팀-1518. 回信文上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질의 내용에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다.
44) 세정신문 인터넷판(www.taxtimes.co.kr) 1999년 6월 3일자 “국세청, 스톡옵션 이익 낼 

때 源泉徵收”라는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짜 “스톡옵션 세원관리지침 주요내용”이라
는 제하의 기사(필자는 本稿에서 인용하는 이 웹사이트의 기사들을 2008년 11월 14일
에 참고하였다)

45) 세정신문 인터넷판 2001년 1월 18일자 “스톡옵션 99년 소득분자진신고땐 가산세면제”
라는 제하의 기사

46) 조세일보 인터넷판(www.joseilbo.com) 2002년 8월 21일자 “국세청, 외국기업 任職員 
스톡옵션에 450억 과세”라는 제하의 기사 및 세정신문 인터넷판 2002년 8월 21일자에 
실린, 국세청의 ‘외국계 任職員 1,800명 스톡옵션 탈루조사’라는 이름의 ‘참고자료’(필
자는 이 웹사이트를 2008년 11월 14일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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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세자의 불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3) 租稅審判院의 立場

이러한 불복에 하여 법원에 앞서서 단할 기회를 갖게 된 조세심 원48)은 

行使差益을 을종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과세 청의 입장을 지지

하는 일 된 입장을 취하 다. 무엇보다 조세심 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고용

계의 상 방과 여를 지 하는 주체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는 認識 下에, 

兩者를 일치시키기 한 해석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조세심 원

은 과세 청의 주장을 그 로 받아들여, 국내 子會社의 任職員이 ‘法律上’으로는 

국내 子會社와 고용계약을 체결하 더라도 ‘실질 ’으로는 국내 子會社를 ‘매개

로’ 외국 母會社와 ‘넓은 의미의 고용 계’49)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제한 다음, 

외국 母會社로부터 받는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은 바로 이러한 ‘넓은 의미의 고용

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50) 그리고 이러한 근로소득

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  받는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3. 比 法的 檢討

이하에서는 스톡옵션이 일 부터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미국의 경우와 우리

47) 세정신문 인터넷판 2002년 8월 26일자 “스톡옵션 행사소득 해석 달라”라는 제하의 기
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현지법인의 任職員은 母會社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任職員이 母會社가 제공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획득하는 옵션
프리미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K 
변호사’의 주장을 싣고 있다.

48) 당시 명칭으로는 ‘국세심판원’이나 本稿에서는 그대로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49) 이 표현은 이규철, 앞의 글, 693쪽에서도 ‘넓은 의미의 경제적,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형태로 발견된다.
50) 예컨대 조세심판원의 2003년 12월 3일자 국심 2003중2748 결정 참조. 한편 국세청 심

사청구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2001년 11월 30일자 심사
소득 2001-288 결정에서는 외국 母會社나 국내 子會社나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라
는 점, 그리하여 국내 子會社의 任職員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 결국 외국 모기
업과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
찌 보면 다소 억지스럽게 들리기도 하는 이러한 說示 내용들은 모두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근로와 분명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여 주체
가 별도의 法人格體라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과세관청이나 행정심판기관의 
고심의 흔적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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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비교  유사한 경과를 거친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1) 美國의 立場

(가) 스톡옵션 課稅 全般에 하여51)

미국에서는 일 부터 스톡옵션 거래가 활성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52) 아래 

(나)항에서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는 “Lo Bue” 결53)이 나오기 에는, 

과세 청은 옵션의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

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54) 조세법원(Tax Court)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목

에 따라 과세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특이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55)

이러한 혼란은 “Lo Bue” 결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되어, (i) 우선 부여된 스

톡옵션의 가치를 즉시 측정할 수 있는 외 인 경우에는 이 시 에서 옵션의 

가치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ii) 그러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옵션의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 재 기

본 인 과세의 틀로 되어 있다.56) 그리고, 다만 (iii) 일정한 경우에 용될 수 있

는 特例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례 규정이 용되는 경우에 한

하여, 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處分時에 비로소 그 동안 얻은 모든 이익을 資

本利得으로 과세 당하는 것이 가능하다.57)

51) 스톡옵션에 대한 미국의 과세제도 전반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서, 玉武錫, 
‘株式買入選擇權 課稅制度’, 租稅法硏究 第3卷, 舊 稅法硏究會(現 韓國稅法學會) 編, 稅
經社, 1997, 14~18쪽

52) 옥무석, 앞의 글, 8쪽은 미국에서 스톡옵션 제도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53) Commissioner v. Lo Bue, 351 U.S. 243(1956)
54)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과세방법이 ‘1923년 이래 재무성의 일관된 입장(uni-

form Treasury practice since 1923)’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55) 이 판결의 제1심 판결(Lobue v. Commissioner, 22 T.C. 440)은 바로 이러한 견해에 근

거하여 이 사건의 경우 ‘근로에 대한 추가적 대가(additional compensation)’로서 스톡
옵션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분(proprietary interest in business)’을 부여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行使差益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조세법
원 선례들을 인용하고 있다.

56) 聯邦 所得稅法(Internal Revenue Code) 제83조 (a)항(IRC §83(a), 이하 같은 방법으로 
인용한다)은 기본적으로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과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
면, 동조 (b)항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附與時點에서 옵션 
자체의 가치에 관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경우는 해당 스톡옵션의 가치가 즉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 있어
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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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국법상의 논의는, 정책 인 특례의 문제인 (iii)을 논외로 한다면, 

일단 한 課稅時點을 옵션의 附與時點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行使差益의 

發生時點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압축되어 있고,58) 이  어느 시 을 과세

의 契機로 보느냐 하는 것은 옵션 가치의 측정가능 여부라는, 과세행정의 편의에 

한 고려에 기하여 결정된다고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특히 “Lo Bue” 결의 說示 내용에서 바로 도출된 것

이고, 이 결에서 스톡옵션 과세에 한 기본 인 논리들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

으므로,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 결의 내용에 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한다. 

(나) 課稅時期  所得의 種類에 한 “Lo Bue” 결

바로 의 (가)항에서 언 하 듯이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소

득세 과세 방법에 한 이론  논란을 상당 부분 종식시킨 것은 聯邦大法院(the 

Supreme Court)이 1956년에 선고한 “Lo Bue” 결이다.59) 이 결의 핵심은 스

톡옵션의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資本利得’(capital gains) 아닌 ‘통상소득’(or-

dinary income)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법원이 그러한 단의 근거로 우선 들고 있는 것은 聯邦 所得稅法의 규

정으로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gross income)의 범 에 한 기본 규정인 연방소

득세법 제22조 (a)항의 文言이 소득의 개념을 극히 포 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다. 즉 연방 법원에 따르면,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득은 명문의 외 규정

이 없는 이상 소득세(federal income tax)의 과세 상이 되는데, 스톡옵션 行使差

益의 경우에 하여는 이러한 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스톡

옵션이 부여된 경 를 볼 때에도 이는  제22조 제(a)항에서 소득의 하나로 열

거하고 있는 ‘근로에 한 가’(compensation for personal service)임이 명백하여, 

결과 으로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7) 이른바 “incentive stock option“에 관한 IRC §421(a)(1)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
션의 경우 行使差益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스톡옵션과 
관련된 모든 이익을 資本利得으로 주식 處分時에 한꺼번에 과세한다. 상세한 것은 
Marvin A. Chirelstein, Federal Income Taxation(10th Edition), Foundatoin Press, 2005, 
¶19.01 참조.

58) 물론 이에 따라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이냐 資本利得(capital gains)이냐 하는, 소득
의 성격에도 차이가 생긴다. Marvin A. Chirelstein, op. cit., ¶19.01.

59) 다수의견은 블랙(Hugo Black) 대법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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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방 법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 

주식을 산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하여는, 任職員에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련된 거래는 단순히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a mere purchase)와 동

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에 하여 경제  가치 있는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이므로,60) 이 시 에서 주식 가치 상당액에서 주식을 취득하

기 하여 지출한 돈을 차감한 액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說示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결은 어도 옵션의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이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

을 과세하는 것이 스톡옵션 과세와 련하여 논리 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라고 보지는 않는 듯하다. 이 에 하여는 이 결에 붙어 있는 두 聯邦大法官

의 반 의견(dissenting opinion)61)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반 의견은 기본

으로 任職員이 근로의 가로 받는 것은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이므로 옵션을 받는 시 에서 옵션의 가

치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반 로 실제 옵션의 行使時點에서

는 회사가 아무 것도 ‘지 ’(give)하는 것이 없고 납세자는 옵션이라는 자신의 재

산을 주식이라는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변환’(convert)시킨 것에 불과하여 과세

의 계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62) 그 결과 옵션 

부여 이후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모두 資本利得으로 과세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實現主義 원칙을 감안하면 아마도 그 課稅時點은 

주식의 處分時點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옵션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 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하여는 아무런 실무

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러한 논리에 하여 다수의견은 부여 받은 옵션의 가치가 즉시 측정가

능하고 옵션이 즉시 讓渡可能한 것이라면 이러한 견해가 옳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반 의견과의 직  충돌을 피해가고 있

60) 관련된 부분의 원문은 “Instead it was an arrangement by which an employer trans-
ferred valuable property to his employees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s.”

61) 할란(John Marshall Harlan)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작성하였으며, 이 반대의견에 동조한 
다른 한 명은 버튼(Harold Hitz Burton) 대법관이다.

62) Chirelstein, op. cit., ¶19.01은, 소수의견의 접근방법 하에서 스톡옵션의 행사는 소득의 
실현보다는 단순히 資産의 매입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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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 즉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즉시과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스

톡옵션의 行使差益을 소득으로 보아 行使時點에서 과세하여 온 과세 청의 그 

간의 과세 행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결의 이 부분 說示는 

스톡옵션 과세에 있어서 行使差益을 과세하는 것이 반드시 논리 으로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어정쩡한 입장이 現行

法에도 그 로 이어져 있음은  (가)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日本의 立場

일본에 스톡옵션 거래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교  늦은 

1995년의 일이며 본격 으로 商法에 도입된 것은 1999년의 일이라고 하는데,64) 

과세에 하여는 창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다가,65) 1998년 일본 과세

청이, 일본 내 子會社의 任職員이 외국 母會社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의 行

使差益에 한 과세에 하여 一時所得으로 보던 종래의 입장66)을 뒤집고 給與

所得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 母會社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 行使差益에 한 所得稅法上 취 을 둘러싼 쟁송이 발생하게 되

었다고 한다.67)

이에 한 下級審의 견해는 엇갈려 있었다고 하나,68) 2005년 1월 25일 最高裁

判所 第3小法廷이 이를 給與所得으로 보는 결69)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정리되

었다. 이 결은 이러한 단의 근거로서, ① 해당 사건에서의 스톡옵션이 양도

63) Chirelstein, op. cit., ¶19.01은, 반대의견의 이러한 견해가 다수의견을 집필한 블랙 대
법관을 당혹스럽게 한(take by surprise) 것으로 추측한다.

64) 金子宏, 租稅法(第13版), 弘文堂, 2008, 190쪽.
65) 그 이유로서는 일본 회사가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관하여는 우선 ‘租稅特別措置法’의 

규정(第29條の2)에 과세특례가 존재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行使差益을 ‘給與所得’(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에 상당)으로 보아 과세
하는 ‘방침’이 채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는 
견해가 있다. 錦織康高, 木田征德, “外國親會社によって付與されたストック・オプショ

ンに對する課稅”, ジュリスト No. 1278(2004. 11. 1.), 108쪽 및 脚註 1 참조.
66) 일본 所得稅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一時所得은 소득금액의 2분의 1만을 과

세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一時所得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담세력
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金子宏, 앞의 책, 222쪽 참조.

67) 錦織康高, 木田征德, 위의 글, 109쪽 참조.
68) 錦織康高, 木田征德, 위의 글, 108쪽 참조.
69) 사건번호는 ‘平16(行ヒ)141号’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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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여 받은 任職員으로서는 옵션의 행사를 통하여 

그 경제  이익을 최 로 향유하게 된다는 , ② 결과 으로 미국 母會社가 行

使差益 상당의 경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을 들고 있고, 특히 스톡옵션

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母會社라는 과 련하여서는, ③ 일본 子會社의 任職員

은 미국 母會社의 ‘總括’ 下에서 직무를 수행하 고 반면 미국 母會社 역시 그러

한 任職員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이므

로 이러한 스톡옵션 行使差益이 고용계약 는 이에 하는 원인에 근거하여 제

공된 노무의 가라는 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이 사건 판결의 檢討

(1) 所得의 性格과 課稅時期

(가) 도입

이 사건 결은 일반 으로 스톡옵션과 련하여 任職員이 얻는 이익의 稅法

上 소득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課稅時期를 요한 쟁 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 

쟁 은 앞에서 살펴본 미국 연방 법원이나 일본 최고재 소 결의 쟁 과도 

공통되는 이 있는데,70) “Lo Bue” 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득의 성격과 課

稅時期는 서로 한 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便宜上 이를 함께 살펴

본다.

(나) “Lo Bue” 判決의 結論이 가지는 理論的 問題點

의 3.(1) 부분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Lo Bue” 결은 비록 미국 세법을 

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쟁 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 으로 

요한 견해의 립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결에서 제시된 

두 가지 견해를 련 논의의 출발 으로 삼고자 한다.

“Lo Bue” 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스톡옵션과 련된 이익의 課稅時點

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옵션의 附與時點과 行使時點이다. 물론 어느 시 에 

과세하느냐에 따라 과세되는 상의 크기나 소득의 성격이 상당 부분 달라진다

는 은  3. (1) 부분에서 언 한 바 있다. 옵션의 附與時點을 課稅時點으로 보

70) 그 외에 또 다른 쟁점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行使差益이 갑종 근로소득이냐 을종 
근로소득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특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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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는 일단 옵션 자체를 통상소득의 한 경우로서의 ‘ 여’(compensation)71)로 

본 이상, 옵션은 ‘資本資産’(capital asset)72)이 되고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資本利得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이익이 아직 실 (realized)되지 않

았기 때문에 행사의 시 에서 바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옵션의 行使時點을 課稅時點으로 보는 견해는 옵션의 行

使差益을 통상소득, 즉 ‘ 여’(compens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Lo Bue” 결의 다수의견은 이 두 가지 견해의 간 지 에서 어정

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에 띈다. 즉 옵션의 부여 당시 옵션 자체의 가

치가 측정가능(ascertainable)하기 때문에 附與時點을 課稅時點으로 보는 것이 

실 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옵션의 부여 당시를 課稅時點으로 보지만(따라서 行使

差益과 옵션 가치의 차익, 즉 ‘옵션차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옵션의 行

使時點에서는 아직 실 되지 않은 資本利得이라고 본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行使時點을 과세의 시 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이론 으로는 자

의 견해가 우월하지만, 실 으로 이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차선책으로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스톡옵션과 련된 소득세 課稅時點에 한 법해석이 이와 같이, 부여

된 스톡옵션의 가치가 쉽게 측정가능한지 여부라는 사실 계 차원의, 는 行政

便宜的 이유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73) 어도 회사

의 任職員에 한 스톡옵션이라는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거래의 범주 내

에서라면, 소득세의 課稅時點도 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 되고 동일하게 정

하여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련 세법 규정의 내용  이에 한 해석

에 따라, 스톡옵션 그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 상이고 한 그 附與時點이 한 

課稅時點이라는 단이 내려진다면, 그 때에는 스톡옵션 부여의 시 을 課稅時點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반 로 行使差益이 소득세의 과세 상이고 한 스톡옵

션의 行使時點이 한 課稅時點이라는 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그리고 만약 그 결과 스톡옵션 거래에 있어서 行使時點은 한 과세의 시

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원래 과세되어야 할 시 인 옵션 附與時點에

71) IRC §61(a)(1)에서 말하는 “compensation for services”.
72) IRC §1221(a) 참조.
73) Chirelstein, op. cit., ¶19.01에서도, 비록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測定

可能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稅法上 취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꺼림칙하다
(irritating)’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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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과세가 실 으로 여의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과세의 시 이 아닌 行

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과세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Lo Bue” 결은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거래에 있어서의 課稅時點

의 문제가 법  차원에서 일률 으로 가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청이 사

실 계 차원에서의, 그것도 항상 명확하게 단하기 어려운 사정(어떤 옵션의 가

치가 測定可能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課稅時點을 恣意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었다는 비 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행의 연방소득세법

에서와 같이 이러한 결과를 立法府가 정면으로 규정한다면 그러한 결과는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입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결로서 

과세 청과 납세자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명할 수 있는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

다. 그리고 이러한 은 우리 소득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본 인 제가 되어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우리 所得稅法의 脈絡에서

우리 所得稅法上으로도 재에는 시행령에 스톡옵션에 한 과세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74)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75) 

결국 기존의 소득세법 규정들을 최 한 논리 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러

한 과세방법을 도출하여 낼 수밖에 없다. 필자는 기본 으로 이 부분 쟁 에 한 

이 사건 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 결(보다 정확하게는 原

審 결)이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만족스럽게 밝

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당시의 소득세법의 련 규정들 하에

서 논리 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보다 상세히 보이고자 한다.

1) 스톡옵션과 련된 所得의 認識時期

가) “Lo Bue” 결에서의 견해 립에서도 보듯이 任職員에 한 스톡옵션 부

여의 경우, 기본 으로 스톡옵션의 附與時點과 行使時點  어느 하나를 선택하

여 그 시 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소득세법 下에서 둘 

7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7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이러한 스톡옵션 과세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도 실무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는 점은 앞의 脚註 
33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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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 이 과세의 시 으로 보다 타당한가?

스톡옵션의 附與時點에서 任職員이 종 에 갖지 못하던, 재산  가치가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Lo Bue” 결의 반

의견에 좇아 이 시 에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에 세법 理論上 문제는 없다고

도 할 수 있다.76) 그러나, 문제는 옵션의 附與時點 못지않게 行使時點에도 任職

員에게 일정한 이익이 생긴다는 이며, 실제로 이러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

세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筆者는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任職員이 근로의 가로 일정한 이나 물을 지  받

는, 보다 일반 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任職員은 회사와 근로에 한 약

정을 하는 시 에서 항상 일정한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마련이다. 

컨  가장 흔한 경우로서 任職員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결

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일정한 수의 주식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를 생각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任職員은 회사에 하여 일정한 조건

이 붙은 株式交付請求權77)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 에서도 이러한 條

件附 株式交付請求權의 발생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생각

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것은 통상의 근로소득에 하여는 사실상 ‘現金主義’가 통용되어 심지어는 法律

上 무조건의 賃金債權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임 이 지 되지 않는 한 

소득을 認識하지 않는 것과도 련이 있다.78) 즉 이때에는 條件附 株式交付請求

76) 이러한 점에서 原審 판결이 스톡옵션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면서도, 
다시 ‘소득’이란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면서 스톡옵션 그 자체
는 환가가능성이 없는 등 ‘이러한 스톡옵션 자체를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의문스럽다(같은 설명이 이규철, 앞의 글, 675쪽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있다). 결국 原審 판결의 입장은 ‘담세력’을 流動性 또는 현금과의 交
換可能性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의 기본 개념에 부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現金主義는 理論上 소득세보다는 消費稅의 속성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
는 문헌으로 이창희, 앞의 책, 274~276쪽.

77) 이러한 條件附 權利 역시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가치는 항상 陽의 값을 가지
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같다(스톡옵션이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陽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창희, 앞의 책, 407쪽). 그리고 그러한 陽
의 가치는 결국 장래의 주식 가격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條件附 권리는 본질적으로 스톡옵션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78)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賃金債權이 法律上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마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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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의 발생 자체는 소득의 認識時期로 보지 아니하며, 이러한 권리가 실제로 ‘

실화’되어 주식을 교부 받는 시 에서 비로소 소득을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는 같은 맥락에서 條件附 는 期限附 金錢債權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79)

다시 말하여, 일반 인  는 現物給與의 경우에 하여 보면, 任職員이 

근로의 가로 어떠한 이익을 실 으로 취득하기까지는, 먼  근로에 하여 

체결된 약정에 기하여 그러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條件附 는 期限附의) 권

리가 먼  발생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의 경과 는 그 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이라는 조건,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 외에 회사의 실 에 한 일정한 조건이 모

두 충족된 시  이후에 비로소 실제로 그러한 이익이 실 으로 任職員에게 귀

속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의 쟁 은 “Lo Bue” 결의 반 의견이 

제하고 있듯이 해당 任職員이 언제 최 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하

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에서 과연 어느 시 에서 소득을 

認識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하고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소득세법은 實現主義 는 權利確定主義80)라는 입법태

도로서 일반 으로 이러한 문제에 하여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근로소득에 하여 사실상 주의가 통용되고 있다는 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재의 實現主義 는 權利確定主義 下에서 근로소득의 경

우에는 근로의 가를 수령하는 시 에서야 비로소 소득의 ‘실 ’ 는 권리의 

‘확정’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련하여서는 소득의 ‘성숙․확정’ 개념으로 변되는 종래의 법원 례가 이러

한 課稅時期의 선택에 하여 법원에 상당한 정도의 단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는 까지 아울러 감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81)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사실상 現金主義
가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창희, 앞의 책, 400쪽.

79) 물론 이 때 이러한 條件附의 現物 또는 現金支給請求權이라는 권리의 평가가 곤란하
다는 점도 非課稅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근로소
득에 관하여 통용되는 現金主義가 더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80) 대법원은 우리 所得稅法上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으로서 ‘권리확정주의’를 
들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이러한 權利確定主義가 
實現主義의 한 갈래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창희, 앞의 책, 728쪽.

8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적어도 所得稅法上 소득의 認識時期에 관하여는 ‘권리확
정주의’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단순히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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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논의를 제로 한다면, 요컨 , 옵션이라는, 그 자체로 일정한 재산

 가치를 갖는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것이 바로 과세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도그마는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어떠한 

재산  가치를 가지는 권리가 발생하 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그 시 을 소득의 

認識時期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스톡옵션82)이 

부여되고, 그 후 任職員의 근로 제공, 기타 조건의 충족 는 기간의 경과 등의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에 스톡옵션이 행사됨으로써 任職員에게 실 으

로 어떠한 이익이 귀속된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의 보다 올바른 

질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스톡옵션과 련된 이익을 과세하기에 가장 

한 시 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그 다면 어도 우리 소득세법의 해석, 그리고 례가 자주 원용하고 있는 소

득의 ‘성숙․확정’이라는 잣 에 비추어 볼 때, 스톡옵션의 附與時點에서 任職員

의 富가 이 보다 더 증 하 으므로 반드시 그 시 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분의 경우 스톡옵션 자체의 가치를 산

정하기 어렵고, 실제 그러한 옵션이 행사되어 옵션 자체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익

이 任職員에게 귀속될 것인지 여부를 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 무엇보다 

任職員이 심을 갖는 것은 스톡옵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行使差益이나 궁극

인 주식의 讓渡差益이라는 을 감안하여 본다면, 스톡옵션의 行使時點이 보다 

한 소득의 認識時期라는 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83)

2) 結論의 檢證 - 몇몇 事例들과의 比較를 통하여

이와 같이 스톡옵션이 일정한 재산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附與

時點을 반드시 課稅時點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을 인정하고, 그 다

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稅法上 認識을 위하여는 어떤 이익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며, 이 때 ‘성숙, 확정’
의 판단에 관하여는 법원이 상당히 넓은 판단여지를 가진다는 뜻의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82) 이 사건의 原審 판결은 스톡옵션이란 법률적으로는 결국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
에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에 부과하다고 보고 있다.

83) 原審 판결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소득의 성숙⋅확정’ 이론을 원용하면서,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상 스톡옵션 행사이
익은 스톡옵션 行使時點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
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說示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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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 소득세법 下에서 언제를 가장 한 課稅時點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를 생각하여 본다면, 스톡옵션의 行使時點을 그러한 課稅時點으로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任職員에게 근로의 가를 지 하는 몇 가지 想定可能한 경우들에 

한 稅法上 취 을 서로 비교하여 으로써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도록 한다. 

가) 우선 출발 으로서, 단순히 으로 賞與를 받는 경우를 가정한다. 즉 어

떤 任職員이 연 에 使用者인 회사와 약정하기를 年末 賞與金을 그 해 회사의 

실 에 따라서 받기로 하 다고 가정한다.[가정 1] 사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흔

할 것으로 짐작하는데, 이 경우 任職員이 연 에 이미 상여 에 한 일정한 권

리를 취득하 음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는 연말에 가서 받는 상여 이 비로소 

근로소득이 된다는 에 아마도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앞의 1)항에서 여러 

차례 언 한 ‘現金主義’).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소득의 크

기가 사 에 정하여지지 않고 事後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다는 

사정은, 실제 수령하는 액 부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이다.84)

나) 나아가 조  가정을 달리하여, 상여 을 정하는 기 이 일반 으로 말하는 

회사의 실 ( 컨  賣出額이나 純利益이나 그 增減率 등)이 아니라, 조  특수

하게 年末 당시 회사의 株價로 정하여졌다고 생각하여 보자.[가정 2] 그 다면 

가정 1의 경우와 결론이 달라질 것인가? 경 진의 경  성과를 반 하는 표지의 

하나로 株價를 선택한 것 자체는 합리성을 갖는 것이고(株價란 경 진이 제공한 

근로의 質이나 量뿐 아니라 외부 인 사정에 의하여도 변동하지만, 사실 이 은 

회사의 ‘실 ’ 역시 마찬가지이다85)), 회사나 任職員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제공한 

근로의 내용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에 따라(비록 그 결과  일정 부분은 任

職員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여 을 산정하는 것 역시 별로 문제

84) 스톡옵션 行使差益의 경우 소득의 발생 여부 및 크기 결정에 우연성이 개입한다는 점
은 앞의 I. 2. (2) (나) 부분에서 살펴본 原告의 주장에서도 언급된 바이다. 한편 II. 3. 
(2) 부분에서 언급된 일본 最高裁判所 판결에서도 스톡옵션 行使差益의 경우 株價의 
동향이나 옵션 行使時點에 관한 해당 任職員의 판단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
한 점이 ‘給與所得’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판단하였다.

85) 같은 뜻으로서 이규철, 앞의 글, 691~6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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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여  역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  받는 

것으로 보아, [가정 1]에서의 상여 과 마찬가지로 지 의 시 에서 지 되는 

액 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86) 만약 이러한 가정 하에

서 회사의 株價가 일정 수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상여 을 주지 않기로 하

다고 하여 이러한 결론이 달라질 것인가? 달라질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 그 다면 이른바 差額補償型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가

정 3] 이 경우는 株價의 변동에 따라 정하여지는 일정한 액을 任職員에게 제

공한다는 에서 [가정 2]의 경우(특히 株價 수 에 따라서는  아무런 액

을 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가정의 경우)와 外形上 본질 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가정 2]에서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액은 실제로 그 액이 지

되는 시 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일

한 경제  상을 ‘상여 ’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스톡옵션’이라고 부르는가에 

따라 稅法上 다르게 취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라) 그 다면 남는 문제는 差額補償型이 아닌 스톡옵션의 경우이다.[가정 4] 

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입법방식에서도 보듯이 差額補償型과 기타의 스톡

옵션을 모두 스톡옵션의 다양한 경우로서 동일하게 취 한다면,87) 통상의 스톡옵

션에 하여도 역시 스톡옵션 行使時點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크기는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差

額補償型이 아닌 스톡옵션은, 差額補償型에 의하여 받는 을 행사가격에 상당

하는 자신의 과 보태서 주식을 時價에 인수하는 것과 ‘경제 ’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과도 잘 일치한다.88)

86) 단순히 흥미 차원의 문제 제기일 수도 있으나, 만약 어떤 의미에서도 근로의 제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에 상여금 지급을 연계시킨다면 어떨까? 예컨대 회사 社主가 열
성적인 야구팬이어서 베이징 올림픽 야구 종목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면 일정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실제 2008년 연말에 그러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
는 근로소득인가? 명목을 굳이 상여금으로 한 데에 어떠한 租稅回避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87)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제2호에서 차액보
상형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한 경우로서 취급하고 있다. 한편 脚註 43에서 살펴본 행정
해석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였다.



尹 智 炫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732∼771758

마) 끝으로 [가정 4]의 경우를 근로의 가로서 주식 물을 받는 경우와 비교

하여 본다.[가정 5] 즉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는 그 이상의 다른 조

건을 부가하여) 나 에 회사가 그 任職員에게 주식을 거  주기로 미리 약정하고 

실제 그 기간이 만료( 는 다른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주식을 거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이 경우에 그러한 주식의 가치 변동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取得時點에서 그 당시의 주식 價額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89)에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이는 [가정 2]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소득

의 발생 여부  크기 결정에 偶然性이 일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득의 성격이 바 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한 주식

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부가하 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이유가 없고(앞의 

[가정 2]의 경우에서 이 을 언 한 바 있다), 나아가 그러한 주식을 거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액은 지불 받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고 보아야 한다. 다만 後者의 경우 지불한 것이므로 지불한 액은 과세 상에서 

제외하여야 논리 이고,  그 게 함으로써 충분하다.

3) 스톡옵션 行使差益의 所得稅法上 所得 區分

가) 요컨  스톡옵션과 련하여서는, 그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理論上 하다. 그 다면 남는 문제는 이러한 소득이 일반

으로 所得稅法上 갖는 성격인데,90) 스톡옵션의 行使時點를 소득의 認識時期로 

보면서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주식 는 行使差益 상당의 경제  이익의 취득

을 마치  는 現物給與의 수령과 동일하게 취 한 이상, 이러한 소득의 성

격 역시 ( 이나 물로 여를 수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이 

88) 이처럼 스톡옵션이란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 일정 時點에 일정 조건 下에서 任職員에
게 일정 이익을 지급함에 불과하다는 것은 原審 판결에서도 잘 지적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앞의 I. 3. (2) (가)에서 언급한 바 있다.

89)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받는 경우에도 그 가
치 상당액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90) 일반론으로서는, 우리 소득세법이 일단 소득의 종류를 구분한 후 각 소득의 종류에 따
라 수입시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증의 순서는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II. 4. (1) (가)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톡옵션
의 경우 소득의 認識時期와 소득의 구분은 떼어 놓고 논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本稿에서는 논의전개의 便宜上 이와 같이 이례적인 순서를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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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생각한다.91)92)

나)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者가 任職員과 고용 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 받은 상 방 회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 原審 결이 잘 지 하고 있듯이 그 지 주체에 계없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스톡옵션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라는 은 무나 명백하

기 때문이다.93) 한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의 성격 역시 소득의 受領者를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게 보더라도 이러한 특수한 스톡옵션의 行

使差益 역시 근로소득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근본 으로는, 어떠한 

이익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인 이상, 이를 外形上 가 지 하는가 

하는 것은 납세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94) 이를 기

으로 하여 소득의 구분이 바 다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기 어렵다.

4) 所得稅法의 文言에 비추어

한편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 여’, 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여’라는 근로소득의 기본 개념에도 어

나지 않는다. 이는 우선 原審 결이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 례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라는 개념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95) 무엇보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거래가 일정 기

91) 이는 脚註 61에서 인용한 “Lo Bue” 판결의 說示와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92) 다만 이러한 논증과정 및 결론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임직원이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의 행사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의 이론적 정당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무상 임직원이 퇴직 이전의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퇴직 후에 비로소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과도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2008년 7월 30일자 ‘소득세과-2614’의 질의회신 참
조). 다만 여기서는 위 소득세법 조항의 立法論的 當否에 관하여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도록 한다.

93) 이러한 해석이 거래계의 상식에도 부합한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脚註 18 참조.
94) 이에 관하여는 뒤의 II. 4. (2) (나)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95) 脚註 17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외에도 ‘법인의 대표

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
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尹 智 炫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732∼771760

간 근로를 제공하는 가로 이나 물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후에 실제로 

이러한 이나 물을 지  받는 거래와 본질 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

이다.

5) 小結論

지 까지 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신설되기  소득세

법의 해석으로도 스톡옵션의 行使時點에 行使差益을 과세하여야 하고 그 소득의 

성격은 근로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을 논증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우

리 소득세법이 소득의 認識時期에 하여 취하고 있는 實現主義 는 權利確定

主義에서의, ‘실 ’ 는 ‘확정’의 개념이 불확정 인 것이어서 거래유형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 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과 소득의 ‘성숙․확정’ 개념에서 보듯

이 실제로 법원에 의하여 그 게 운용되고 있다는 , 그리하여 근로소득의 경우 

사실상 現金主義가 통용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96) 등에 터 잡

고 있다.

그 결과 스톡옵션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스톡옵션 아닌, 다른 종류의 

상여  지  약정에 의하여 주식이나 기타 재산권, 는 을 교부 받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취 된다.97)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주식의 現物給與는 ‘경제 ’으

로 볼 때 행사가격이 0인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이나, 스

톡옵션의 한 경우인 差額補償型 스톡옵션은 株價 수 에 따라 상여 을 지  받

기로 하는 약정과 다를 바 없다는 , 는 일반 인 스톡옵션은 差額補償型에서 

말하는 ‘차액’을 지  받아 행사가격 상당액의 과 합쳐서 時價에 신주를 인

수하는 것과 ‘경제 ’으로는 다를 바 없다는 과도 잘 어울린다.98)

이러한 결론은 한 실세계에 있어서도 스톡옵션이 일정한 근로 계의 존재 

96) 따라서 스톡옵션의 行使時點에서 行使差益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일반적인 옵
션의 경우에까지도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결론은 어디까지나 근로소득의 맥락
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한 옵션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어떻게 과세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또 다른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97) 다만 스톡옵션의 경우에 취득한 주식 가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게 되면 누가 보더
라도 분명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므로, 이러한 부당함을 제거하여 주기 위하여 행사가
격만큼은 課稅價額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할 뿐이다.

98) 즉, 일반적인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差額補償型 下에서와 같이 차액 상당의 현금의 지
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러한 현금지급에 관하여 과세한다는 설명도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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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을 제로 하여 任職員에게 부여되고 스톡옵션 련 약정이 연 계약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일이 흔하다는 과도 잘 조화된다( 컨  이러한 경

우에 스톡옵션 련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회사로서는 같은 任職員을 고용

하기 해서는 더 많은 연 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99)). 

반 로, (이 사건에서 原告가 주장한 바와도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 받

는 것은 근로소득이 되지만 스톡옵션 약정을 통하여 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되

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며,100)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하

기 어려울 것이다.101)

(2) 甲種 勤勞所得인가 乙種 勤勞所得인가

가) 問題의 所在

이제 남는 문제는 우리 소득세법에 특유한 문제로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스

톡옵션의 行使差益이 ‘갑종’의 근로소득인가 아니면 ‘을종’의 근로소득인가 하는 

이다. 소득세법의 文言上 을종 근로소득이 되기 하여는 그 여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여’이어야만 한다.102) 그런데 이 사

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은 스톡옵션의 경우, 근로를 제공 받는 것은 內國法人(

는 외국법인의 국내 지 )이지만, 스톡옵션, 즉 여를 부여하는 것은 그와의 별

도의 법인격을 가진 외국법인이다. 이러한 경우의 근로소득은 갑종인가, 아니면 

99) 이에 관하여는 앞의 脚註 18 참조.
100) 이규철, 앞의 글, 691쪽은 이러한 결과는 ‘과세형평의 원칙이라는 견지에서도 타당하

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101) 다만 이러한 결론은 소득세에서의 ‘소득’ 개념과 잘 어울릴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純資産의 증가가 있는 이상은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스톡옵션의 부여는 분명히 순자산의 증가를 결과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소득의 認識時期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이 實現主義를 취하고 있는 이상 이러
한 해석은 부득이한 점이 있으며, 어차피 實現主義 자체가 순수한 소득세의 속성이 
아닌 이상, 지금까지의 결론이 소득세의 ‘소득’ 개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한편, 예컨대 “Lo Bue” 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스톡옵션의 부여 자
체를 과세한다고 하여 소득세의 理想에 반드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득세의 이상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하여는, 적어도 매년 末에 스톡옵션의 가치
를 그때그때 다시 측정하여 매년 동안의 순자산의 增加分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行法上 이러한 과세가 불가능한 이상, 이념
적인 ‘소득’ 개념에 비추어 스톡옵션 부여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은 어차피 상당 부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10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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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인가? 즉  소득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이라는 표

은 文言 그 로 여의 지 주체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의 지 주체 

외에 근로 제공의 상 방 역시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을 묵시 인 제로 하

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나) 文理解釋의 可能性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文言의 해석

으로만 풀기는 어렵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라는 文言의 해석에 하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前者

의 해석이 해당 文言에는 보다 잘 맞는 듯하지만, 後者의 해석이 반드시  文言

의 범 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後者의 해석을 취할 경우

에도 근로를 제공 받는 자가 과연 구인가 하는 문제는 극히 상 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갑 회사의 직원이 을 회사에 견되어 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때 근로의 제공을 받는 것은 견을 한 갑 회사인가, 아니면 견

을 받은 을 회사인가? 당연히 을 회사가 근로의 제공을 받는 상 방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갑 회사가 직원을 을 회사에 견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직원 

견이 무엇인가 갑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면, 

그 직원이 을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곧 갑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실 계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만약 內國法人의 任職

員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여를 수령한다면, 이는 곧 외국법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 내국법인에게 돈을 주고 내국법인이 이와 같이 받은 돈을 그 로 任職員에게 

여로 지 한 것과 그 ‘경제 ’ 효과에서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다.103) 이러

103) 이러한 경우에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급여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실무상 
흔히 “charge back”이라고 통칭되기도 한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거쳐 직접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갑종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스톡옵션
의 경우 이러한 차액의 보상은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확고한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예컨대 2004년 6월 22일자 ‘서면2팀-1294’의 질의회신
문 참조. 국내 母會社와 국내 子會社 간에서 벌어진 같은 유형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도 같은 뜻의 행정해석이 나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예컨대 2006년 6월 8일자 ‘서면2
팀-1035’의 질의회신문 참조.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해석의 입장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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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의 ‘경제 ’ 실질을 시하게 된다면, 이때의 여는 근로를 제공 받은 

내국법인이 任職員에게 지 한 것이므로 틀림없이 갑종 근로소득이 된다.104)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 子會社란 결국 외국법인이 국내

에서 사업을 하기 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므로, 실질 으로는 외국법인이 근

로를 제공 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없지 않다.105) 이는 외국법인이 그러한 

任職員과 처음부터 직  고용 계를 맺은 다음 그 任職員을 국내 子會社에 견

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었다는 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이러한 경우 근

로를 제공 받는 상 방은 국내 子會社인가 아니면 외국 母會社인가 하는 질문 

역시 답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下에서라면, 련

된 소득은 (꼭 스톡옵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국법인이 스스로 근로를 제공 

받고 지 한 것이므로 을종 근로소득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가 여를  것이냐, 는 가 근로를 제공 받은 것이냐와 같은 질문

은 槪念上으로도 극히 상 인 것인 데다가 당사자가 쉽게 련된 법률 계를 

임의로 형성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어서,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이 갑종 근로소

득이냐 을종 근로소득이냐에 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 趣旨解釋의 結果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세법의 文言을 떠나서, 어떤 근로소득을 갑종 는 을종

으로 구분하는 實益이 무엇인지에 하여 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근로소득으로서의 갑종과 을종의 구별 실익은 그 징수방

법에 있다. 즉 所得稅法上 갑종 근로소득은 源泉徵收의 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반면, 을종 근로소득은 源泉徵收 상이 아니므로 납세자 본인의 申告納付에 의

하여 세 이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106) 이는 외국법인이 근로소득을 지 하는 

104)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법인의 국외 지점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든지(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외국법인이 자신 명의의 수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67 판결)는 이유만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대법
원 판례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국내 子會社가 해당 비용을 자
신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인데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인식은 외국 母會社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任職員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05) 조세심판원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란 결국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표현일 
것이다.

106) 다만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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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 으로 우리나라의 과세 청이 외국법인에게 源泉徵收義務를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갑종과 을종의 구별 취지

에 따른다면, 결국 외국 母會社가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에 하여 국내 

子會社에게 源泉徵收義務를 지우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을 갑종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곧 외국 母會社가 스톡옵션과 련하여 부여하는 일

정한 이익은 ‘경제 ’으로는 일단 국내 子會社가 이를 받아 任職員에게 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국내 子會社가 ‘법률 ’으로

는 자신이 직  부여하지 않은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에 하여 源泉徵收義務를 

부담하는 결과로 된다. 반 로 이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이는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가 외국법인이라는 에 이 맞추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

의 과세 청으로서는 일단 납세자인 任職員의 성실한 申告納付 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며, 만약 任職員이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세 을 납부할 경우에는 

10%의 稅額控除까지도 인정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107)

어느 쪽이 보다 타당한 견해일까? 앞의 II. 2. (2)에서 살펴본 이 사건의 경과

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 母會社가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의 존재를 우리

나라의 과세 청이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그것이 源泉徵收義務者인 

국내 子會社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源泉徵收의 방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걷을 수 있는 ‘甲種 勤勞所得說’이 우선 원론 인 차원에

서 보다 옳다고 생각한다.108)

조합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150조 
내지 제153조).

107) 소득세법 제150조 제2항. 이 규정은 어차피 징수가 쉽지 않은 을종 근로소득의 효과
적인 징수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誘引策이라고 볼 수 있다. 이창희, 
앞의 책, 393~394쪽.

108) 갑종 근로소득설을 취할 경우에는 脚註 10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른바 “charge 
back”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이 보다 커지므로, 결국 稅收
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을종 근로소
득설을 취한다고 하여 “charge back” 비용이 반드시 손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지
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charge back”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法人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損失 또는 費用으로서 일반적으로 容
認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收益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에서 갑종 근로소득이냐 을종 근로소득이냐의 문제를 “charg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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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직  여를 지 하지도 않는 국내 子會社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우선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 국내 

子會社가(보다 정확하게는 국내 子會社의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스톡옵션의 

부여와 련된 사실 계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는 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한다. 일단 源泉徵收義務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해외 母會社로

서도 국내 子會社가 이러한 의무를 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해외 母會社로서는 일부 任職員에 한 이러한 스톡

옵션의 부여 사실이나 그 내용을 가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이 납세자의 이러한 특수한 사실상의 이익까지 

보호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실

으로 가능한 이상 국내 子會社에게 源泉徵收義務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히 무

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 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내 子會社가 자신이 직  지 하지 

않는 이익에 하여 소득세의 源泉徵收義務를 부담하게 되므로 실 으로 源泉

徵收의 기회가 없다는 이다. 그러나 여를 스톡옵션만으로 받아가는 任職員은 

극히 드물 것이고, 개의 경우 이러한 任職員은 국내 子會社로부터 따로 여를 

받고 있을 것이므로 국내 子會社가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에 한 源泉徵收를 하

는 것이 개 가능하다. 그리고 行使差益이 여의 수 을 훨씬 뛰어 넘어서 당

장 源泉徵收가 곤란한 경우에도 결국 소득세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등

에 의하여 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의 장 은 납세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를 해외 母會社로부터 지  받기 때문에 과세 청으로서 소득 악이 곤

란한 경우, 그러한 소득 악의 부담을 상당 부분 국내 子會社에게 떠넘길 수 있

다는 이다. 사실 원래 이러한 여는 국내 子會社가 지 하는 것이 보다 통상

인 경우이므로, 굳이 국내 子會社( 는 국내 子會社를 지배하는 외국 母會社로

서도)가 이러한 여를 외국 母會社가 지 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稅負擔을 일 

수 있도록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컨  趣旨解釋의 측면에서 볼 때 

해외 母會社로부터 받는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용의 손금 산입 문제와 반드시 연결시켜 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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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要約  小結論

 나)항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외국법

인으로부터 받는’이라는 문구만 가지고서는 외국 母會社가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

사차익이 갑종의 근로소득인지 을종의 근로소득인지를 확정하기 어렵고 어느 쪽

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은 두 견해  어느 쪽이 보다 타당한 결과를 가져

오는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子會社에서 일하는 任職員의 경우 그 여를 국내 子會社에서 직

 받는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스톡옵션을 포함하여 여  일부를 외국 母

會社에서 직  받는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에 한 부담을 외국 母會社와 국내 子會社  가 지는 것으로 정리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特殊關係에 있는 두 회사 간에서 恣意的으로 정하여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任職員이 받는 소득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과세 청의 과세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源泉徵收 제도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源泉徵收義務의 부과가 

국내 子會社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거의 부분의 경우 국내 子會社가 이미  여에 하여 源泉徵收  이에 

따른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 子會社에게 스톡옵션 行使差益에 

한 源泉徵收義務를 부과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작을 것이다. 사실 이 

은 국내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그 行使差益을 

갑종 근로소득으로 보아 源泉徵收義務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도 으로 마찬

가지이다.
한편 과세 청으로서는 이와 같이 국내 子會社에게 스톡옵션 부여  행사에 

련된 정보를 집 시킴으로써 잠재 인 稅收의 逸失 가능성을 피하고, 과세의 

편의를 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徵稅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외국 母會社

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III. 結論

(1) 이 사건 결은 스톡옵션 行使差益의 과세 일반에 하여는 최 의 법원 

결은 아니나 公刊된 것으로는 최 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나아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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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공의 상 방이 아닌 회사로부터 부여 받는 스톡옵션의 과세 문제에 하여

는 이 사건 결이 최 의 결로서의 의미가 있다.
아무튼 이에 한 이 사건 결의 결론은, 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

1항 제17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근로제공의 상 방은 물론 그와 일정

한 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을 근로소득으

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결론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 법원의 단은  제17호의 

신설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결은 국내 子會社의 任職員이 외국 母會社로부터 부여 받

은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이 갑종 근로소득이냐 을종 근로소득이냐 하는 에 

하여는 여 히 유효한 법  단을 담고 있는 결이라는 의미가 있다.109) 그리

고 법원은 이 결에서의 간략한 說示를 통하여, 근로를 국내 子會社에게 제공

하고 여를 해외 母會社로부터 지  받는 경우 이러한 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오래 된 례를 사실상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의 구별하는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은 行使差益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을종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 장소 자체가 외국이어서 源泉徵收義務의 

부과가 실 으로 불가능한, 보다 외 인 경우에 한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청은 처음부터 이러한 스톡옵션의 行使差益을 을종 

근로소득으로 보아 왔는데, 이러한 과세 청의 입장이나 이를 그 로 지지한 이 

사건 결의 입장은 아마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文言을 보다 

좁게(세법에서의 엄격해석 원칙을 강조하는 례110)上의 용례에 따른다면 ‘엄격’

109) 물론 이 사건에서 소득의 성격이 갑종 근로소득이냐 을종 근로소득이냐 하는 것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판결에서 이러한 스톡옵션 行使差益의 所得稅法
上 성격을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두는 언급을 하였고 이러한 입장이 기존의 
확립된 행정해석에도 일치하는 이상, 이러한 行使差益의 소득 성격이 을종 근로소득
이라는 견해는 사실상 유효한 ‘法’으로서 향후에도 계속하여 통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10)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판결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서 이 法理에 관하
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는, 예컨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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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석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으로는 과세 청이 스스로 확

인하기 어려운 稅源에서 보다 용이하게 稅收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법원이 그 로 인정하 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당

사자 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사항에 하여 기존의 과세 행을 뒤엎는 독자

인 단(게다가 기존 례에도 반하는 단)을 굳이 부기하는 것이 실 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갑종이냐 을종이냐 하는 것이 우

리나라 과세 청의 과세권 행사에 하여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므

로 이 사건에서는 傍論을 통하여서라도111) 그 동안의 잘못된 과세 행을 바로잡

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결의 이 부분 說示

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투고일 2008. 11. 22   심사완료일 2008. 12. 11   게재확정일 2008. 12. 12

後記 : 脚註 103  108에서 언 한 이른바 “charge back” 비용과 련하여, 기

획재정부는 이 이 완성된 후인 2008년 12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하

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이 일정 요건 下

에서 損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 고하 다. 이러한 경과는  각주들에서 필자가 취한 기본입장과도 

일치한다.

111)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源泉徵收義務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행하여졌으므로 갑
종이냐 을종이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은 기존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을 좋은 기회였으리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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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Tax a Stock Option Granted by a Foreign Parent Company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 Du 1941 of October 25, 2007－

Ji-Hyun YOON*

112)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rendered on October 25, 

2007, a landmark decision on when and how to tax a stock option granted by a 

foreign parent company to an employee who provides her service for a Korean 

subsidiary or a Korean branch of a foreign subsidiary. 

Firstly, the Court in this decision held that the grant of a stock option itself 

is not a taxable event, but the spread betwee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shares and the option price (hereinafter the “Gain”) should be taxed as “employ-

ment income” when the option is exercised, which conclusion was already 

reached in an unpublished 2006 decision of the Court.

Secondly, the Court held that, as long as the grant of a stock option is to a 

certain extent connected with employment, then the Gain should be qualified as 

“employment incom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taxpayer is employee of 

the grantor of the stock option.

Thirdly and lastly, the Court accepted the position long taken by the tax 

authorities that, if the stock option is granted by a foreign parent company, then 

the Gain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Eul”-type employment income, which 

means that the Korean subsidiary, who is the legal employer of the taxpayer, is 

not subject to any withholding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tax law.

I believe that the first part of the holding is correct because, under the 

Korean income tax law, not just any betterment of one’s economic position is 

recognized as income, but it is always necessary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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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of taxing such betterment, and in the event of a stock option, the 

exercise of the option should be viewed as such appropriate taxable event. This 

holding is also equitable when compared with cases where employees first agree 

to receive certain in-kind compensation and afterwards actually do receive such 

compensation. I also agree with the second part of the holding in that it is not 

desirable to determine tax implications based on such easily manipulable decision 

as which of the two companies, i.e. parent company or the subsidiary, pays the 

income to the employee.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e third part of the holding. By holding that 

the Gain is “Eul”-type when the stock option is granted by a foreign parent, the 

Court effectively allow, the Korean subsidiary to avoid Korean withholding tax, 

and the employees to reduce Korean personal income tax burden because, even 

when they duly file tax returns to the Korean tax authorities, they are entitled to 

10% tax credit which is not allowed with respect to “Kap”-type employment 

income. Since parent-granted stock option is an economic equivalent of a mixture 

of the parent transferring certain benefit to its subsidiary and the subsidiary 

paying compensation out of this benefit, here the “Gain” should be qualified as 

“Kap”- type, and thus subject to Korean withholding tax just like cash or 

in-kind compensation received directly from the subsidiary.

Key words: Stock Option, Employment Income, Realization Principle, Taxable 

Event, Personal Income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