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세측면에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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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에 해서 Scholes and Wolfson의 패러다

임하에서 거래의 모든 상 방(all parties)을 고려하고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하여 분석을 하 다. 미

국에서는 과세상 행사일과 처분일에 과세하는 NQO와 인센티브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일까지 과세가 이

연되는 ISO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ISO는 법정 기간을 만족한 후에 처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임직원과 기업의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임직원 입장에

서는 ISO가 유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손금인정을 받는 NQO가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ISO
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만족여부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달라지고 세법의 변경에 따라 각각의 유∙불

리가 변함을 알아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논점에 해서 알아보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일에 행사이익에 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가 하락 여부와 관

계없이 성립한다.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소득이 과세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 

I. 연구의 동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은 주주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리문제(agency problem)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

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자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액(매수가액,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에 처음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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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연구흐름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주식

매수선택권의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하여

알아본다. 미국에서는 과세측면에서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비법정주식매수선택권

(Non-qualified stock option, 이하 NQO라 함)과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Incentive

Stock Option, 이하 ISO라 함)으로 나누고 있다.2) NQO와 ISO는 과세방법이 다르므

로 어떠한 경우에 어느 방법이 과세상 유리한가에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

은 Scholes and Wolfson(1992)의 분석 이래로“거래의 모든 상 방(all parties)”을 고려

한“多 間 計 (multilateral tax planning)”을 취하고 조세비용뿐만 아니라 비조세

비용3)까지도 고려하여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하는 분석을 하고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여러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허용되지 않

으므로 미국의 ISO와 NQO의 경우와 같은 분석이 어렵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패러다임(paradigm)하에서 미국의 NQO와 ISO의 과세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 하여 알아보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에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에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

과 관련된 과세논쟁에 하여 알아보고,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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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규안(2001)의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연구분야를 주식매수선택권의 바람직한 모

형을 연구하는 분야, 주식매수선택권의 적절한 과세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다양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과세방법의 차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분야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2) 미국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방법에 해서는 전규안(2001)의 pp. 8-20을 참조하기 바

란다.

3) (nontax costs)은 조세(tax) 이외에 기업 또는 경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조세비용의 예로는 보고이익의 감소로 인한 부채계약 불이행(debt covenant violations) 가능

성의 증가, 경 자보상이 보고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경 자보상의 감소, 보고이익이 성과

평가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성과평가로 인한 승진가능성의 감소, 기업의 시장가치

를 낮게 평가하게 이끄는 것 등이 있다.



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논쟁에 하여 알아본다. 제IV장에서는 지금까지

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론 및 한계를 제시하 다.

II.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논쟁: 미국

미국에서 NQO는 일정한 법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기업이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으며 NQO로 인해 임직원이 받는 이익을 급여로 보고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하는 반면에 ISO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급여로 보지 않고 인센티브 보상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과세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

세를 이연시켜 준다. 그러나 보유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는 NQO와 유사

하게 취급된다.4)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입장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손금인

정문제가 발생하므로 임직원 입장과 기업입장으로 나누어 NQO와 ISO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입장

임직원 입장에서 볼 때 ISO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NQO보다 유리하다. 

첫째, 장기자본이득에 한 세율이 경상소득에 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ISO가

NQO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한 장기자본이득의 세율은 20%5)인데 반

하여 경상소득의 최고세율은 39.6%이므로 임직원은 ISO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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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가 소정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그리고

행사일로부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것을

“보유기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처분(the disqualifying disposition of ISO)”이라고

한다.

5)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으로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8%의 세율이 적용

된다.



둘째, ISO는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므로 NQO에 비하여 상 적으로

조세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행사일에 행사이익이 조세감면사항으로 취급되어 최저

한세 고려 상이 되므로 ISO의 조세상 이점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2. 기업 입장

ISO로 분류되면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NQO로 분류되면 손금인정을 받으므

로 기업은 NQO를 선호한다. 따라서 임직원은 ISO를 선호하고 기업은 NQO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3. NQO와 ISO의 비교

NQO와 ISO를 간단히 비교하면 NQO는 임직원에게는 과세하고 기업에는 세금공

제를 해주는 반면에 ISO는 과세이연혜택을 주고 저율로 과세하며 기업에게는 세금공

제를 해주지 않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NQO와 ISO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1) 임직원 입장에서의 비교

<표 1>에서 NQO와 보유기간 조건을 만족하는 ISO를 임직원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6)

NQO ISO (보유기간 만족시)

(Pe – X)tp + (Ps – Pe)tcg* (Ps – X)tcg* = (Ps – Pe)tcg* + (Pe – X)tcg*

∴ NQO의 조세 – ISO의 조세 = (Pe – X) (tp – tcg*) (1)

여기서, tcg*: 자본이득세율인 tcg의 현재가치(tcg > 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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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Matsunaga 등(1992), Shevlin(1999), Scholes 등(2002)을 참고로 하

다.



tcg
tcg* = , r: 할인율,   n: 주식양도일까지의 기간

(1+r)n

위에서 보면, “Pe > X”일 때(시가가 행사가격보다 클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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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규안(2001)의 pp. 18-20 참조.

<표 1> NQO와 ISO의 비교6)

NQO
ISO

보유기간 만족시 보유기간 불만족시

부여일 과세문제 발생 안함 과세문제 발생 안함

행사일
경상소득으로 과세: 과세문제 발생 안함

(Pe – X) tp (최저한세 계산시 고려)

장기 또는 단기자본이득
장기자본이득으로 과세:

일부는 경상소득, 일부

양도일 으로 과세함:
(Ps – X) tcg

는 자본이득으로 과세:

(Ps - Pe) tcg (Pe-X)tp+(Ps-Pe)tcg

총세금 (Pe – X)tp + (Ps – Pe)tcg (Ps - X) tcg
납부액 =(Pe – X)tcg + (Ps – Pe)tcg (Pe – X)tp + (Ps-Pe)tcg

부여일 손금 인정 못받음 손금인정 못받음 손금인정 못받음

행사일
손금 인정받음:

손금인정 못받음 손금인정 못받음
(Pe – X) tc

양도일 손금 인정 못받음 손금 인정 못받음 (Pe – X) tc

총세금
(Pe - X) tc 0 (Pe - X) tc절감액

장점
손금인정을 받으므로

기업입장에서 유리

Pg: 부여일 시가��Pe: 행사일 시가���Ps: 양도일 시가��X: 행사가격

tp: 경상소득세율��tcg: 자본이득세율� tc: 법인세율

*: 기업입장에서는 손금인정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절감액을 말함

임직

원

입장

기업

입

장*

세율이 낮은 장기자본이

득으로 과세되고 과세이

연되므로 임직원 입장에

서 유리



것이므로 이때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경상소득세율은 자본이득세율보다

높아“tp > tcg”이므로 임직원입장에서는 ISO가 더 유리하다. 특히 자본이득에 해서

는 경상소득보다 나중에 과세되고 자본이득세율 tcg는 tcg의 현재가치인 tcg*가 되므로

자본이득세의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ISO가 더 유리해진다. 여기서 장기자본이득에

한 세율이 경상소득에 한 세율보다 낮다는 것은“tp > tcg”을 말하며,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는 것은“tp > tcg*”을 의미한다. 식 (1)이 양수인 경우에 ISO가

임직원의 조세측면에서 볼 때, NQO보다 더 유리해진다. 경상소득세율과 자본이득

세율이 동일한 경우(즉, “tp = tcg”)에도“tp > tcg*”이므로 ISO가 임직원의 조세측면에서

볼 때, NQO보다 더 유리하다. 

2) 기업 입장에서의 비교

임직원과 동일한 상황하에서 기업입장을 보면 NQO는 행사일에 (Pe – X) tc 만큼

손금인정을 받는 반면에 ISO(보유기간 만족시)는 전혀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NQO가 더 유리하다.

3) NQO와 보유기간을 만족하는 ISO의 비교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임직원입장에서는 과세가 이연되고 일반적으로 경상소득세율

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는 ISO가 유리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손금인정을 받

을 수 있는 NQO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NQO와 보유기간을 만족하는 ISO중 어떤 것이 조세측면에서 볼 때 더 유리한가? 이

에 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임직원과 기업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8)

이때, 만약 임직원이 특정 안과 관계없이 무차별(indifferent)해지기 위해 NQO의

경우에 임직원이 부담하는 추가적인 조세비용에 해당하는 만큼((Pe – X)(tp – tcg*))을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한다고 하자.9) 기업이 제공하는 금액은 임직원에게 과세되므

616 經 � , 36 卷 2 3

8)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임직원 입장과 기업 입장에서의 과세문제를 함께 다루

는 것은 Scholes and Wolfson(1992)이 주장하는“거래의 모든 상 방(all parties)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9) 고려해야 할 상 방이 둘인 경우에 어떤 안이 다른 안보다 우월(또는 열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쪽을 무차별하게 하고 다른 쪽이 어떤 안에서 더 우월(또는 열등)한



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금액은 gross-up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기업은 손

금으로 인정받으므로 법인세 절감액을 고려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NQO의 경우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보유기간을 만족하는 ISO보다 조세상 더 유리해진다.

NQO의 경우 기업의 절세액 – 임직원에게 제공할 금액 > 0

(Pe – X)(tp – tcg*)
(Pe – X)tc – ×(1 - tc) > 0 (2)

(1 – tp)

위의 식 (2)를 단순화하면 다음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p – tcg*)
tc > (3)

(1 – tcg*)

결론적으로 식 (2) 또는 식 (3)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NQO는 보유기간을 만족하

는 ISO보다 과세측면에서 볼 때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식 (3)에서 보면 법인세율(tc)

이 높을수록 NQO의 경우 기업의 절세효과가 커지고, 경상소득세율(tp)이 낮을수록

NQO의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이 낮아지고, 자본이득세율(tcg*)이 높을수록

NQO의 경우 상 적으로 임직원이 과세되는 비중이 낮아진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경상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NQO가 유리해짐을

알 수 있다.

[사례 1] 경상소득세율(tp)과 법인세율(tc)이 동일한 경우

경상소득세율(tp)과 법인세율(tc)이 동일하다면 식 (3)을 만족할 때, NQO는 계속

해서 보유기간을 만족하는 ISO보다 과세상 유리한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식

(3)을 정리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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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따져보면 된다. 이것은 多 間 計 (multilateral tax planning)을 분석하는 한 가지 방

법이다.



tc – tp + tcg* – tcg* tc > 0

“tc = tp”이므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tp – tp + tcg* – tcg*tp > 0

tcg* (1 – tc) > 0

즉, “tcg* > 0”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NQO는 계속해서 보유기간을 만족하는 ISO

보다 과세상 유리하다.

[사례 2] 경상소득세율(tp)과 법인세율(tc)이 다른 경우

법인세율이 경상소득세율보다 클수록 NQO가 유리해지며,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NQO의 순 법인세지금액이 음수가 될 수 있다. 반 로 법인세율이 경상소득세율보

다 작을수록 상 적으로 ISO가 유리해진다. 법인세율이 경상소득세율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식 (3)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어 NQO보다 오히려 ISO가 유리해

질 수 있다. 따라서 ISO는 한계법인세율이 낮은 기업(벤처기업,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이 있는 기업 등)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Austin 등(1998)은 임직원과 기업 입장을 모두 고려한 조세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

율이 높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즉시 처분하는 경우에 NQO가

ISO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1980년 의 337개의 주식매수선택권 사례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ISO가 조세측면에서 볼 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부여

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분을 차지하 다. 이에 하여 Austin 등(1998)은 임직원들

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실증분석시 보유기간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거나, 기업입

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직원의 조세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것으로 설명하 다.

4) 세법의 변경과 NQO와 ISO의 선택

세법이 변함에 따라 NQO와 보유기간을 만족하는 ISO의 이용빈도가 변해 왔다.

만약 경상소득세율(tp)이 법인세율(tc)에 비해 상 적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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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을 때 NQO와 ISO의 선택에 어떤 향을 줄까? 경상소득세율은 NQO의 경

우 임직원에게 과세되는 세율이고 법인세율은 NQO의 경우에 기업이 절세효과를 얻

는 세율이다. 따라서 NQO의 입장에서는 경상소득세율은 낮을수록, 법인세율은 높

을수록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경상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세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NQO가 과세상 유리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기

업은 ISO 신에 NQO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Hite and Long(1982)은 경상소득세율을 법인세율에 비해 상 적으로 낮춘 1969년

의 세법개정후 ISO를 NQO로 변경하는 기업이 증가하 음을 보고하 으며, Balsam

등(1997)은 경상소득의 최고세율을 법인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춘 1986년의 세법개정

후 ISO에 비해 NQO의 이용빈도가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Madeo and

Omer(1994)는 1969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기업들이 ISO로부터 NQO로

변경할 것으로 기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변경한 기업들은 낮은 법인세율을 부담

하는 기업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4.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와 만족하는 ISO의 비교

보유기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경우는 NQO와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보

유기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총세금절감액(gross tax benefit, GTB)은 다음

과 같다.

GTB = (Pe – X)tc (4)

반면에 NQO의 경우 임직원이 부담하는 조세비용(tax costs)은 보유기간을 만족하

는 ISO의 경우에 비해 앞에서 구한 금액“(Pe – X) (tp – tcg*)”만큼 높다.

이때, 만약 임직원이 특정 안과 관계없이 무차별(indifferent)해지기 위해 보유기

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경우에 임직원이 부담하는 추가적인 조세비용에 해

당하는 만큼(R = (Pe – X)(tp – tcg*))을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한다고 하자. 기업이

제공하는 금액은 임직원에게 과세되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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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기업은 손금으로 인정받으므로 법인세 절감액을 고려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기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순세금절감액(net

tax benefit, NTB)은 다음과 같다.

R
NTB = GTB – × (1 – tc) (5)

(1 – tp)

여기서, R = (Pe – X)(tp – t*cg)

보유기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경우, 임직원이 부담하는 추가적

인 조세비용을 말함

GTB와 R을 체하면 식 (5)는 다음과 같이 된다.

(Pe – X)(tp – t*cg)
NTB = (Pe – X)tc – × (1 – tc) (6)

(1 – tp)

위의 보유기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순세금절감액(NTB)이 양수인 경우

에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가 조세관점에서 유리해진다. 즉, 위 식 (6)이 양

수일수록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않고 ISO를 처분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식

(6)의 값이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ISO를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않고 처분하도록 하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조세비용뿐

만 아니라 기타 다른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결정시에는 모든 비용

(all costs)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비조세비용은 의사결정시 모

든 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5. 비조세비용의 중요성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의 경우에 임직원이 무차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므로 기업의 보고이익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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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되며, 이러한 보고이익의 감소는 비조세비용(nontax costs)을 발생시킨다.

Matsunaga 등(1992)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보상비율(interest coverage

ratio)이 낮을수록, 배당보상비율(dividend coverage ratio)이 낮을수록 비조세비용을 많

이 부담하므로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않고 ISO를 처분할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예상하

고 실증분석결과,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10) Mawani(2002)는 캐나다 기업의

내부거래자료를 이용하여 캐나다 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를 결정할 때, 조세

비용과 재무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s)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1)

따라서 세법의 개정 등으로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않고 처분하는 ISO가 유리해지더

라도 기업은 비조세비용 때문에 ISO를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도

록 하는 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기업의 의사결정

에 비조세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분석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주식매수선택권의 期

주식매수선택권은 만기 이전에 期 (early exercise)되는 경우가 있다. 주식매

수선택권의 조기 행사는 유동성이나 소비자원의 확보, 위험성의 감소, 절세 목적 등

의 이유에서 이루어진다. 유동성이나 소비자원의 확보의 목적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ISO의 경우는 행사후 12개월 이내

에 처분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유동성이나 소비자원의

확보의 목적이라면 ISO보다는 NQO를 조기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NQO의 조기 행사에 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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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tsunaga 등(1992)은 부채비율을“부채/총자산”으로 측정하고, 이자보상비율을“이자비용

차감전이익/이자비용”으로 측정하고, 배당보상비율을“이익/배당”으로 측정하 다.

11) 캐나다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미국에서의 보유기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ISO와 유

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 기업은 절세효과를 얻는 반면에 보고이익이 감소한다.

Mawani(2002)는 기업과 임직원 입장을 함께 고려한 다자간 조세계획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1) NQO의 조기 행사

조세측면에서 볼 때, NQO의 조기 행사가 유리해지는 경우에 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안은 임직원이 행사시점을 늦추었다가 행사하는 즉시 처분하는 것으로서 이

때에는 (Ps – X)tp*의 조세를 부담할 것이다. 여기서 tp*는 미래의 경상소득세율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두 번째 안은 지금 즉시 행사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안과 동일한 시점에서 처분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Pe – X)tp + (Ps – Pe)tcg* 의 조세

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안 하에서 부담하게 되는 조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안 1 안 2
(추후에 행사하고 행사 즉시 처분)   (지금 즉시 행사하고 추후에 처분, 조기행사)

(Ps – X)tp* (Pe – X)tp + (Ps – Pe)t*cg

tp
여기서, tp* = ,  r: 할인율, n: 주식양도일까지의 기간

(1 + r)n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금 즉시 행사하고 나중에 처분하는 것

이 과세상 더 유리해진다.

조기 행사가 유리해지는 조건: 안 1 > 안 2

(Ps – X)tp* > (Pe – X)tp + (Ps – Pe)t*cg (7)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 (8)이 된다.

(Ps - Pe)     (tp – tp*)
> (8)

(Pe - X)      (tp* – t*cg)

식 (8)의 좌변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후 이익과 행사전 이익의 비율이며, 우변은

경상소득세율과 경상소득세율의 현재가치의 차이와 경상소득세율의 현재가치와 자본

이득세율의 현재가치의 차이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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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율 변경시의 조기 행사

다음 기에 경상소득세율이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QO를 조기 행사할

것인가? 조기 행사로 인한 세후이익이 차후에 행사하는 경우의 세후이익의 현재가치

보다 크다면 임직원은 NQO를 조기 행사할 것이다. 차후 행사로 인한 세전 기 이익

의 현재가치를 W라고 할 때, W는 Black-Scholes 모형과 같은 옵션가치평가모형을 이

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안 하에서 세후이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안 1 안 2
(조기 행사로 인한 세후이익)        (차후 행사하는 경우의 세후이익)

(Pe – X) (1 – tp1)                               W(1 – tp2)

여기서, tp1: 당기의 경상소득세율 tp2: 다음기의 경상소득세율

W: 차후 행사로 인한 세전 기 이익의 현재가치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임직원은 NQO를 조기 행사할 것이

다.

조기 행사가 유리해지는 조건: 안 1 > 안 2

(Pe – X)(1 – tp1) > W(1 – tp2) (9)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 (10)이 된다. 

(Pe – X)      (1 – tp2 )
> (10)

W (1 – tp1)

식 (10)의 좌변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후 이익과 옵션의 현재가치의 비율이며,

우변은 경상소득세율의 비율이다.

Huddart and Lang(1996)은 8개 기업의 50,000여 임직원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기 행사는 최근의 주가움직임, 시가-행사가격비율(mark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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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 ratio)12), 만기까지의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정(vesting schedule), 주가

변동성(volatility)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절세효과

NQO의 경우는 기업에게 조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

용(income tax expense)의 계산시 반 되지 않는다. 즉, 실제로는 법인세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재무보고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Hanlon and Shevlin(2002)은 현행 회

계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NQO의 절세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유효법

인세율(effective tax rate), 조세부담(tax burden)과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등을 계

산할 때 오류가 발생하여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III.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논쟁: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여러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미국

의 ISO와 NQO의 경우와 같은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의 과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언제 과세되는가

현재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서 행사이익(=행

사일의 시가-행사가격)에 해서 과세되고 처분시 처분이익(= 양도가격-행사일의

시가)에 해서 과세된다. 여기서 행사시점에서의 과세는 미실현소득에 한 과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사시점에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수취하지

는 않았지만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취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것

이 가능하므로 행사시점에서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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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에 해서 행사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

우에도 NQO의 경우에는 행사시점에서 행사이익에 하여 과세한다.1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후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에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에도 행사이익에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한 논란이 있을 수 있

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후 주가하락시 과세문제

시가가 30,000원일 때 행사가격이 10,000원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20,000원

의 행사이익이 발생했는데, 다음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의 시가가 6,000원

이 되었다고 하자. 이때에는 4,000원(= 10,000원(행사가격) –  6,000원)의 손실이 발생

한다. 이때에도 전년도에 발생한 행사이익 20,000원에 하여 과세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처분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이익에 하여 과세

되므로 임직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계없이 임직원의 투자의사

결정의 결과이다.14) 즉, 일단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된 후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는 임직원의 투자의사결정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임직원의 투

자의사결정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비록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 이후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사시점에서

행사이익에 해서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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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면에 ISO의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양도일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1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 즉시 처분해야 한다.



3.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최근에는 외국법인(이하“외국모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이하“국내자회사”)에 근

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직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발생하는 행사이익을 국내에서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

다.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 형식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국내자

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부터 얻은 이

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립되고 있다.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국내자회사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가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내자회사

는 동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 고,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

은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00년 12월 29일에 신

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서“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고

용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국심2001

서 2812와 국심2002서 0025 참조].15)

이에 하여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을종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즉, 외

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가로서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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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가 2000년 12월 29일에 신설된 것을 이용하여 그 이전에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점

을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

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

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국심2001서 2812와 국심2002서 0025 참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를 바라는 배경

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상 적으로 중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니

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를 원하는 생각이 깔려있다.16)

여기서의 논란의 핵심은 국내자회사와 외국모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

립하는가이다.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이러한 관

계를 이용하여 국내자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신에 외국모회사가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렵다.

4.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소득이 과세되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17) 그러나 현재는 외국모회사로부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얻은 행사이익

에 해서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에 외국모회사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

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만약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국내자회

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이익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하

고 그 금액을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규정은 외국모회사로부터 얻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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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최고 36%(2001년 이전 발생소득에 해서는 40%)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9%(2001년 이전 발생소득에 해서는 10%)가 과세된다. 이외에도 소득세에 10%의 주민세

가 추가된다.

17) 미국의 NQO의 경우,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분에 해서 법인에게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해서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손금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외국모회사로부

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외국모회사에게 손금인

정을 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한 가지 방법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는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국내자회사가 혜택을 받는다

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IV. 결 론

199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도의 공과 및 과세문제, 바

람직한 설계문제 등에 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논란

이 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에 해서 Scholes and Wolfson의 패러다임

하에서 거래의 모든 상 방(all parties)을 고려하고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한 분석

을 하 다. 미국에서는 과세상 행사일과 처분일에 과세하는 NQO와 인센티브성격을

가지므로 조세혜택을 부여한 ISO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ISO는 법정 기간을 만족한

후에 처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임직원과 기업의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임직원 입장에서는 ISO가

유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손금인정을 받는 NQO가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ISO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만족여부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달라지고 세법의

변경에 따라 각각의 유∙불리가 변함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여러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국의 ISO와 NQO의 경우와 같은 분석이 어렵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과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

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논점에 해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주식매

수선택권은 행사일에 행사이익에 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후 주가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모회사가 부

여한 소득이 과세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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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아

니지만,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를 소개하고 우리나

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한 해결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미래의 실증

분석을 위한 토 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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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axation of Stock Options

Kyu-An Jeon*

ABSTRACT

Stock option is introduced in 1997, in Korea and it’s expected that exercise of stock options

is increased sooner or later. So, this paper compared tax treatments of stock options in U.S.

and in Korea with Scholes and Wolfson(1992) paradigm. 

For tax purposes, the two types of options are NQO(Nonqualified stock option) and

ISO(Incentive Stock Option). On an average level, the relative use of ISO and NQO has

changed over time consistent with changes in the tax laws favoring one or the other option

type. This paper reviewed the taxation of ISO and NQO.

In Korea, the exercise income is taxed at exercise date although after exercise, stock price

falls below exercise price. The exercise income is not other income but wage and salary

income (class B). 

This study proposed on tax treatments of stock options.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future tax reforms in Korea and empirical researches on stock

options.

Keywords: Nonqualified Stock Option(NQO), Incentive Stock Option (ISO), Nontax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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