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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에서는 신주발행형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로의 대가로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그 ‘행사비용’이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 물론 현재의 과세실무는 확고하게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행사비용

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현행 세법상으로 행사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

정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이론상 옵션부여법인이 창출한 

소득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사비용에 대응하는 소득이 임직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옵션부여법인의 소득으로부터 행사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면 동일한 소득이 옵션부여

법인의 소득으로도, 임직원의 소득으로도 과세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스톡옵션에 관한 세법의 규율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세실무의 부당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므로, 현

재의 과세실무는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이 타당하다.

  다만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사차익’과 같은 크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 가치 상

당액이나 기타 행사차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손금, 행사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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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시작하면서

1. 연구의 배경

  지난 세기말 처음 도입1)되었을 때만큼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

만 여전히 ‘임직원’2)의 근로에 대한 보수의 지급 수단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은 

거래계에서 종종 이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아래 III.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그 중에서도 이른바 ‘신주발행형’(新株發行

型)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진 거래구조3)이기 때문에 세법, 

특히 소득 과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필자는 이미 

발표한 다른 글4)에서 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評釋)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1) 이른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7년 초의 증권거래법 개정(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4호)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이 당시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조문의 

제목도 이와 같았다)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이때에는 증권거래법의 규율대상인 상장

법인(上場法人)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에 한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1999년 말의 상법 개정(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6호)의 때에 상법상의 

주식회사 전반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명칭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바꾸었다.
2) 이 글에서는 ‘임원과 직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단어를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총칭(總稱)하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

는 거래에도 임직원에게 해당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신주발행형)과 이미 발행된 

‘자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자기주식교부형)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르면 어느 경우에나 해당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격 간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차액보상)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다(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보아 따로 ‘차액보상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 듯하

다. 예컨대 김재광,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제22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편, 2006, 74쪽). 그러나 이 중에서도 이 글에서 논의하는 것

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신주발행형’에 한하므로 이 글에서도 주로 이러

한 신주발행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 이 글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이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스톡

옵션’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한편 여러 유형의 것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원래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혹시 여러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들을 

서로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주발행 스톡옵션’, ‘자기주식 스톡옵션’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윤지현,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소득과세의 방법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4호, 2008, 732-771쪽. 이하 이 글에서는 인용의 편의상 ‘앞선 글’로 약칭(略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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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임직원의 소득 과세 문제에 관한 몇몇 논점들을 살펴본 바 있다.5) 이제 위 

글의 후속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 글에서는 임직원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6)하는 법인7) 측의 소득 과세, 즉 법인세 부과 문

제와 관련된 논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옵션부여법인이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을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과 대체적(代替的) 관계에 있는 

일반적인 ‘급여’8)(현금으로 지급하는 통상의 급여)의 경우 고용주인 법인이 지급된 

금액 상당을 당연히 손금으로 처리9)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신주발행형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옵션부여법인이 현재의 실무상 전혀 아무런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10) 일종의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톡옵션을 통하여 임직원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면 이를 부여하는 측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손비’(損費)11)를 인식할 수 있

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다소 ‘소박’하게 들리는 의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법상황(法狀況)은 한동안 안정적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임직원에 대한 조세특례가 폐지12)되는가 하면 옵션부여법인이 다른 법인

 5)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 그리고 이를 행사하였을 때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소득 과세의 측면에서 언제 어떻게 과세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소득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는 우리 세제(稅制) 하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하

는지 등이 앞선 글의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6) 물론 스톡옵션이 반드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이 글

에서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스톡옵션에 논의를 한정하도록 한다. 따

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는 바는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여

되는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반드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7) 이하 ‘옵션부여법인’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8) 예컨대, 조선일보 웹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한 “스톡옵션, ‘기대 반, 우려 반’” 제목의 1999년 

3월 3일자 기사에는 김정태 전(前) 주택은행장이 급여로 1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급여를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한 유명한 사례나, ‘조지 소로스가 인수한 서울증권 강찬수 사장은 

급여의 90%를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했다는 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다. http://www.chosun.com/ 

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30370187 참조(필자는 위 링크된 기사를 

2010년 5월 7일에 참고하였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금 항목의 하나로 규정한다.

10) 아래 2.의 (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과세관청은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서 

옵션부여법인은 아무런 손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12)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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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행사비용’13)을 보전하는 경우 그러한 보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14)되는 등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 시점에서 스톡옵션에 

관한 과세방법을 법인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2. 논의의 순서

  이 글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과 III.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논의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언급한다. II.장에서는 옵션부여법인의 손금 인정 

문제에 관한 현재의 과세실무, 기업회계의 태도, 그리고 학설의 입장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후의 논의에서 분석의 틀로 사용될 이론적 전제들을 검토한다.

  이 글의 중심을 이루는 IV.장과 V.장에서는 이전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 또는 비용, 즉 ‘행사비용’이 옵션부

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V.장에서는 이 문제와 연관성을 갖는 법인세법 기타 세법의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그리고 V.장에서는 법인세의 본질 또는 기본원리에 비추어, 각각 행사비

용이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때까지의 분석이 옵션부여법인에 손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자체에 관한 것이

라면, 이 글의 여론(餘論)격인 VI.장에서는 다시 그러한 손금의 액수를 얼마로 보

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별도의 논점이 존재함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되, 이에 관한 확

정적인 결론은 차후의 연구에 미루도록 한다. VII.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13) 이 용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하에서는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로 주식발행법인이 보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손해는 사실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옵션부여법인에게 발생한다(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III.장 2.항 참조).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스톡

옵션의 행사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이 입게 되거나 입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제적 손해를 일괄하여 ‘행사비용’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행사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크기의 것인지 - 행사차익 전액에 상당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여된 스톡옵션의 가치 상당액인지, 아니면 이와 또 다른 무엇인지 

- 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이 점은 이 글의 주된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VI.장에서 잠시 살펴보는 정도로 그치도록 한다.
14) 2009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21302호 개정으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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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사비용의 손금 인정에 관한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논의들

1. 과세실무와 기업회계

  (1) 현행 과세실무의 내용

  현재의 과세실무는 2000년 이래 옵션부여법인의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15) 다만 그 이론적 근거를 뚜렷이 밝히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16)

  (2) 기업회계17)

1) 스톡옵션의 부여 시점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에서 이미 ‘옵

션’(option) 자체의 적정한 가치를 측정하고 이 가치 상당액을 부여 시점 또는 이

후의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18)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비록 

세법에서는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스톡옵션을 비롯하여 ‘옵션’이라 불리는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몇몇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19) 기업회계에서는 이에 

15) 최초의 것은 문서번호 법인46012-2365, 2000. 12. 13.인 듯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내용

의 행정해석이 몇 건 나와 있다.
16) 예컨대 각주 15에서 인용한 법인46012-2365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

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

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비슷한 내용으로서 최근의 것인 법인세제과-237, 2005. 4. 8.을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써 동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만 하고 더 이상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17) 기업회계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들의 상세는 이미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9, 549∼551쪽과 특히 심경,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과세문제”, 조세법실

무연구[조세법커뮤니티 연구자료집](재판자료 제115집), 법원도서관, 2008, 462∼469쪽

에서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개략적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는 데에 그치도록 한다.
18) 스톡옵션을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여 시점에서 전부, 이른바 ‘가득조건’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지나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각각 ‘보상원가’로 인식하도록 한다. 최관⋅김태식 편저, 기업회계기  실무해설, 한국

공인회계사회, 2008, 265~266쪽 참조.
19) 이항모형(Binominal Model) 또는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관⋅김태식, 전게서,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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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스톡옵션 자체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해당 기업이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톡옵션의 행사 전에 이미 이러한 

비용을 인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

  그리하여 기업회계는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행사가격

(①)만을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전에 계상한 스톡옵

션 가치 상당액(②)을 더한 것을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본다.20) 그리하여 위 합계

(①+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신주발행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자본에 

새로이 유입된 것으로 이해한다. 위 합계액은 새로 발행된 주식과 관련된 상법상의 

자본금(즉 액면가액 합계, ③)과 역시 새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의 합계액(④)과 

일치(즉 ①+② = ③+④)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21)

2. 학설

  학설상으로는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견해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前者)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까닭인지 상세한 근거 설명 없이 기업회계상 계상한 비용이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이 있고,22) 이와 달리 행사차

익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리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치하여야만 ‘이론적으로 맞다’고 보는 

견해23)도 있다.

20) 최관⋅김태식, 전게서, 268쪽의 ‘사례’ 참조.
21) 현금으로 들어온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이미 인식한 보상원가의 상대계정으로서 

자본조정 계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의 합계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관⋅김태식, 전게서, 268쪽의 ‘사례’ 참조.
22) 이창희, 전게서, 550쪽 참조.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 

또는 ‘주식보상비용’ 상당액을 신주발행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야 한다고 하면서 이 때 손금의 액수는 임직원의 소득세 과세액과 꼭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주식보상비용’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

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사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다소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기는 여전히 스톡

옵션의 행사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역시 ‘행사비용’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

도록 한다).
23) 김재광, 전게논문, 89쪽, 그리고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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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後者)는 다른 주식매수선택권 유형과는 달리 신주발행형의 경우에는 행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기업회계상 자본금과 

세무회계상 자본금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이러한 ‘주식보상비용’

은 법인세에서 영구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간략히 결론짓고 

있다.24) 다만 설명이 워낙 간략하여 이 서술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반

드시 용이하지는 않다.25)

III. 본격적 논의에 앞선 이론적 전제

  여기서는 이 글의 본론(本論)격인 IV.장 이하에서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미리 전제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론적 사항들을 따로 추려내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톡옵션의 세법상 법률효과를 정하는 시간적 기준

  스톡옵션과 관련된 거래는 - 이 글에서는 취득한 주식의 처분 문제는 논외(論

外)로 하자 - 그 부여와 보유, 그리고 행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법상 법률효과는 이와 같이 부여 시점에서 행사 시점에 이르는 보유 

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질 수 있다.

  이 점은 미국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 개인의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

느냐와 관련하여 최초로 문제된 바 있는데,26) 현재에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서도 원칙적으로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27) 그리고 임

24) 심경, 전게논문, 465쪽 참조
25) 이 견해는 스스로도 옵션부여법인이 기업회계상 계상한 자본잉여금의 존재를 세법상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러한 설명의 정확한 의미는 더구나 파악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한편 IV.장이나 특히 V.장에서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 견해가 행사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하면서 그 비용의 경제적 성격에 주목하지 않고, 

회계처리의 문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 역시 해석방법론상 찬성하기가 어려

우며, 말하자면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세무회계’의 처리나 

세무조정이란 먼저 세법의 해석에 의하여 도출한 결론을 실무적으로 편리하게 처리하

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26) 미국 연방대법원의 Commissioner v. Lo Bue, 351 U.S. 243(1956) 판결. 이 판결은 이하

에서 “Lo Bue” 판결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이 판결의 쟁점 및 다수의견, 반대의견의 

내용에 관하여는 앞선 글, 747∼749쪽 참조.



170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2호 (2010. 6.)

직원의 소득 과세에 관한 이러한 결론을 전제로 하는 이상 옵션부여법인에 대한 

법률효과 역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

론이 없다.28)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일단 이와 같이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춰 스톡옵션의 세법상 법률효과에 관한 논의를 진행

하여 가도록 한다.

2. 스톡옵션의 경제적 구조 -‘혼합거래적 이해’와‘자본거래적 이해’

  (1) 스톡옵션 거래와 일반적인 급여 지급 간의 차이

  일반적인 급여의 경우 법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등 자산이 법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임직원의 손으로 옮겨가면서 법인의 순(純)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손금이 된다.29) 그 반면 법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넘겨받은 

임직원은 그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30) 그러나 스톡옵션의 행사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급여의 지급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들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여 보도록 하자.

1) 옵션부여법인31)이 임직원에게 이익을 부여한다는 측면

  1.항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스톡옵션은 우선 해

당 주식의 시가(時價)32)와 행사가격 간의 차액, 즉 ‘행사차익’ 상당의 이익을 일

27) 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옵션을 부여할 당시 그 가치를 확정할 수 있으면 옵션의 부

여 시점에서 임직원의 소득을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식의 

처분시로 과세 시점이 늦추어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前者)는 각주 26에서 인용한 “Lo 

Bue” 판결의 결론이며, 후자(後者)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심경, 전게논문, 

435-547쪽
28) 김재광, 전게논문, 88~89쪽; 심경, 전게논문, 464쪽; 이창희, 전게서, 550쪽
29)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의 핵심적인 징표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다는 것이다. 이창희, 전게서, 708~709쪽 참조
30) 특히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

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31)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

고, 이를 ‘옵션부여법인’으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한다. 즉 이 글에서 ‘옵션부여법인’이

라고 할 때에는 동시에 주식발행법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단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

법인이 다른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는 V.장의 2.항 부분은 예외로 한다.
32) 스톡옵션의 행사 당시 해당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은 ‘실질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시가’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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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직원에게 안겨 준다. 해당 주식의 공정한 가치 또는 시가에 따라 신주를 발

행하는 ‘통상’의 경우였다면 신주인수대금으로 냈어야 할 돈보다 더 적은 돈만을 

내고 신주를 인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이익이 현금이나 현물의 ‘적극적’ 

지급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통상 내야 할 돈을 덜 내도 되게 하여주는 형태로 

임직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급여와 차이가 있다.

  한편 임직원이 통상의 신주인수대금보다 돈을 더 적게 내는 것을 임직원의 

‘이익’으로 보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것을 

옵션부여법인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때 임직원이 얻는 행사차익 

상당의 이익과 옵션부여법인이 부담하는 동액 상당의 손해는 서로 대칭적이다.

  다만 옵션부여법인이 입는 이러한 손해의 경제적 성격에 관하여는 생각하여 

볼 점이 있다. 우선 이러한 손해 전부를 근로 제공의 대가, 즉 인건비33)로 지급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스톡옵션 그 

자체이고, 따라서 행사차익 중 스톡옵션의 부여 당시 가치를 넘는 부분은, 임직

원에게는 그 후 옵션부여법인의 주가(株價)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자

본이익’(capital gains)이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자본이익 

상당액은 옵션부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인건비’는 아니게 된다.

  아무튼 이 글의 주된 논의대상이 아닌 이 점에 관하여는 VI.장에서 다시 살피

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 전

자(前者)의 입장에 따라 옵션부여법인이 행사 시점에 임직원의 행사차익 전부를 

인건비 또는 급여로서 지급하는 것34)으로 보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35)

각각 사용하는데, 이 글에서는 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한 ‘시가’라는 용

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3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34) 이하 편의상 ‘급여지급적(給與支給的) 측면’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35) 여기서 간략히 언급하여 두자면 행사차익 전부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옵션부여법인에게는 인건비, 그리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는 이러한 

가정(假定) 또는 잠정적 판단이 반드시 무리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소득

세법이 행사차익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실제로 현금이 법인 외로 유출된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차액

보상의 경우에는 행사차익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보듯이 그 금액 결정

에 주가 상승 등 우연적(偶然的) 요소가 작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인건비나 근로소득으

로서의 성격이 사라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점에 관하여도 

VI.장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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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거래로서의 측면36)과 관련하여 - 임직원과 기존 주주들 사이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 스톡옵션은 그 행사 시점에서 임직원이 현금이나 현물, 또는 기

(旣)존재하고 있던 권리가 아니라 새로 발행된 신주(新株)를 취득하도록 하여준다. 

이 때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가치는 새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만 따로 정하

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일정 기간 존속하면서 영업을 하여 온 기업 

전체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 정하여진다. 그 결과 신주와 구주(舊株)의 가치가 뒤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 중 일부가 스톡

옵션을 행사한 임직원들에게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37)

  (2) 스톡옵션의 거래구조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

  이와 같이 스톡옵션이라는 거래구조에는 옵션부여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이

익을 부여한다는 급여지급적 측면과 임직원이 옵션부여법인의 신주를 공정한 인

수가액, 즉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인수38)한다는 자본거래적 측면이 서로 얽

혀 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느 쪽이 스톡옵션 거래에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가에 관한 생각에 따라 스톡옵션 거래의 경제적 성격에 

관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1)‘혼합거래적 이해’- 스톡옵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분해하여‘재구성’하는 이

해의 가능성

  우선 한 가지 가능성은 급여지급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 경우 옵션부여법인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의 행사차익 상당의 

이익을 급여로서 부여하는 것이 된다. 다만 이를 전후하여 옵션부여법인이 임직

원으로부터 해당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 받았

다고 보아야 스톡옵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현상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단일한 스톡옵션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두 개의 거래로 분해하는 방법

으로 거래를 ‘재구성’39)하는 것으로서,40) 이로 인하여 옵션부여법인에게는 ‘행사

36) 이하 ‘급여지급적 측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자본거래적 측면’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37) 이 점에 관하여는 이창희, ‘증자감자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법인세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및 1996. 5. 28. 선고 96누4800 판결’, 조세판례백선, 한국

세법학회 편, 박영사, 2005, 270-271쪽. 상게논문은 먼저 발표된 이창희, “증자감자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법인세”, 인권과 정의, 제247호, 1997, 95쪽 이하를 요약하

면서 그 후의 법상황(法狀況)의 변화에 관하여 아울러 언급한 글이다.
38) 이하에서는 신주의 ‘저가인수’라고 하면 이와 같이 신주를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인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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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급여 또는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다 - 이 발생하고 그 크기는 행사차익과 

동일하다.

2)‘자본거래적 이해’- 급여지급적 측면은 실재하지 않는, 거래의 동기에 불과하고 

스톡옵션은 결국 신주의 저가인수라는 자본거래의 한 경우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가능성

  반대로 스톡옵션 행사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된다는 자본거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스톡옵션 거래라고 해도 결국은 기존 주주 아닌 제3자가 단순히 신주를 

저가인수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41) 이 경우에는 위 

(1)의 2)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주주가 제3자인 임직원에게 이익을 이

전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므로, 옵션부여법인의 행사비용이란 개념은 처

음부터 논의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형적인 주주들 간 이익 이전의 경우42)와 달리, 새

39) 특히 실질과세 원칙이 지배하는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거래의 법률적 형식에 

따르지 않고, 그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법률적 형식의 거래를 가정하여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구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

다.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이창희, 전게서, 85쪽 이하 참조. 한편 이 용어는 이태로

⋅한만수, 조세법강의(신정6판), 박영사, 2010, 39쪽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구성’이 주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 차원에서 논의되

는 데에 반하여, 본문에서 필자가 언급한 ‘재구성’은 조세회피 행위와는 무관하게 과세

관청이 스스로 거래의 엄격한 법률적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세관청 스스로도 이러한 차원에서, 예컨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선

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혼합거래적 이해’(아래 각주 40 참조) 또는 거래 

‘재구성’의 방법에 의하여 스톡옵션 거래의 세법상 법률효과를 해석하는 것에 실정법상 

장애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40) 이하 이와 같이 단일한 스톡옵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분해, 또는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생각을 서술의 편의상 ‘혼합거래적 이해’라고 부르도록 한다. ‘혼합거래’라는 용어는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에 관하여 먼저 언급한 선행 연구인 김재광, 전게논문, 91∼92

쪽의 용례(用例)를 따른 것으로서, 상게논문 역시 스톡옵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볼 것

인가 아니면 혼합거래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1) 스톡옵션의 거래구조에 관한 ‘혼합거래적 이해’에 대응하여 이와 같은 이해는 ‘자본거

래적 이해’라고 부르도록 한다.
42) 이익을 받는 쪽이 개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글에서는 ‘상증법’이라고 약칭

하도록 한다)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할 것이고, 특히 이익을 주는 쪽이 법인일 경우

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익분여’의 경우에도 아울러 해당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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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주주, 즉 임직원과 옵션부여법인 간에 이미 근로의 제공을 둘러싸고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스톡옵션 거래에서도 이러한 이해가 그대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3) 두 가지 이해에 따른 스톡옵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평가 -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들과 그 크기

  이와 같이 혼합거래적 이해 하에서는 옵션부여법인이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서 

임직원에게 행사차익 상당의 이익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부여하였고 반대로 옵션

부여법인은 행사차익 상당의 손해, 즉 행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혼합거래적 이해’ 하에서 문제되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행사차익 전체이고 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은 옵션부여법인과 임직원이다.

  그러나 자본거래적 이해 하에서는 신주의 저가인수와 동일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들은 기존 주주와 임직원이다. 그리고 이 때 문제되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이른바 ‘희석효과’(dilution effect)가 적용된 - 따라서 행사차익보다는 작은 - 금액

이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이상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구주(舊株)와 신주(新株)의 가치가 섞이는 현상 - 즉 구주의 가치가 ‘희석’

되는 현상 - 이 나타나고, 결국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임직원이 실제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는 행사차익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

하는 손해는 기존 주주들에게 발생하므로 옵션부여법인의 행사비용이라는 개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IV. 실정법상 규정들과 관련된 손금 인정 여부 검토

  이 장(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정법 규정들의 해석론 차원에서 

행사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에 직접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의 검토

  (1)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

  우선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규정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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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원칙

적으로 손금으로 보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성과급’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서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와 같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옵션부여법인이 행사차익 상당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즉 ‘차액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43)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러한 차액보상의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

  다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44)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제3호 단서, 제6호 단서 가목, 그리고 제8호의 2 

단서에서 각각 여러 가지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차액보상이 모두 부당

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또한 위 제20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차액보상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 일반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잉여금 처분 관련 규정

  우선 잉여금 처분 관련 규정은 행사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직접 도움을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식매수선택권이 임직원에 의하여 행사된 

경우의 손금 산입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규정인데, 기업회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옵션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한 이후에

는 벌써 관련된 비용을 일정한 방법으로 계상하기 마련이다.45) 따라서 옵션부여

법인이 차액보상 후 이를 ‘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

43)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단서.
44)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45) II.장의 1.(2)항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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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기 때문에 이 규정의 실제 적용범위는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46)

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

  일반적으로 차액보상의 경우나 자기주식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옵션

부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4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 단서의 규정들48)은 이러한 

경우에 옵션부여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인식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글의 주된 논의대상인 신주발행 스톡옵션 행사의 경우인

데, 이러한 경우 행사비용이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

세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다. 다만 위 시행령 제8호

의 2 단서는 신주발행 스톡옵션의 행사49)가 자본거래의 일종임을 전제로 하여 - 

즉 자본거래적 이해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신주발행 스톡옵션의 행

사시 옵션부여법인의 손금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과세실무에 최소한의 

46) 세무 실무에 관한 문헌인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제16판), 상경사, 2010, 267쪽은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는 매기별 보상원가로 손익계산서에 비용계상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익처분에 의해 보상금액이 지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47) 행사차익 상당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서면2팀-157, 2005. 1. 25.은 기업

회계상 계상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여 둔 행사비용을 손금 산입(이른바 

‘△유보’의 세무조정)한다는 내용이고, 법인46013-1750, 1999. 5. 8.의 행정해석은 현금

이나 자기주식으로 행사차익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주식 스톡옵션의 행사에 관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역시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여 둔 행사비용을 손금 산입한다는 데에 과세 실무상

으로는 별 이론이 없는 듯하다. 각주 46에서 인용한 문헌과 마찬가지로 실무지침서의 

성격을 갖는 문헌인 박현세, 이연호, 김재환, 법인세(개정증보 12판), (주)광교이택스, 

2008, 569쪽 참조.
48) 법인세법 시행령의 문언으로 볼 때 동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자기주식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또는 차액보상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를 예상하

고 있고, 제6호 단서는 현금으로 차액보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49)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호 단서 가목이 모두 ‘행사 또는 지급’

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제8호의 2 단서는 단지 ‘행사’에 관하여만 언급하

고 있는데, 이는 이 규정이 신주발행 스톡옵션의 행사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신주발행 스톡옵션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차액

보상(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어로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신주(新株) 발행 법인에 미치는 세법상 법률효과 / 尹智炫   177

실정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규정이 특정 항목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그 법체계적(法體系的) 지위 역시 행정입법으로서 시행령 차원

에서 두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규정이 원초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자본거래적 

이해가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가 남아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옵션부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하는 이른바‘행사비용 보전’약정과 

관련하여

  1.항에서 살펴본 것은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동일한 경우이지만, 실

무상으로는 양자(兩者)가 다른 경우 역시 종종 나타난다. 최근 법인세법 시행령

은 이러한 경우의 행사비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규

정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도록 한다.

  (1) 규정 신설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스톡옵션 행사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은 대개 시가에 따른 주식발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적은 돈만을 납입 받은 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행사비

용은 주식발행법인이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는 혼합거래적 이해를 전제로 할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시가 발행시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 받음과 아울러 행사차익 상당액의 금전을 옵션부여법인의 임직

원에게 직접 지급한 것 - 급여지급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다 - 과 마찬가지인 셈

이다. 즉 두 법인이 동일하거나 다르거나 아무튼 행사비용은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양자(兩者)가 다를 경우에는 두 법인 중 주식발행법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

므로 그 결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과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분리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근로를 직접 제공 받지 않은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경

제적으로 정당화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제기되고,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옵션부여법인이 이러한 행사비용 상당액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지

급, 즉 ‘보전’하여 주는 경우가 흔하다.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바로 

이러한 행사비용 보전의 금액이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

는 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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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래의 과세실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쟁점이 나타나자 종래 과세관청은 일관하여 이러한 금

액을 손금 부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내용의 행정심판 결정례들의 내용들을 살펴

보면, 그 근거로서 옵션부여법인의 임직원은 대개 옵션부여법인의 모회사인 주식

발행법인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을 매개로 …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

다는 점을 들고 있다.50) 사실 이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스톡옵션 행

사차익의 소득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기존 결정례에서 이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바이기도 하다.51)

  하지만 세법상 취급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갑종 근로소득’이냐 ‘을종 근

로소득’이냐를 결정하는 것52)은 그렇다 하더라도,53) 문제되는 경제적 손해가 특

수관계자 집단 내에서 어느 법인에게 귀속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애매모호한 논리를 동원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자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 누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냐

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54) 근본적으로 자회사의 

사업이란 항상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일관하자면, 자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실질적으

로는 자회사를 매개로 넓은 의미’에서는 모회사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마저 

사실상 가능하여질 수 있다. 또 이 글에서 문제 삼는 인건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자회사에게 고용된 임직원은 항상 ‘넓은 의미에서는’ 모회사에게도 고용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하여도, 모회사가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이상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55) 

50) 국세청 심사결정례로서는 심사법인2009-66, 2009. 11. 18. 등,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로서는 국심2007서62, 2007. 9. 12. 등이 있다.   
51)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앞선 글, 745쪽에 소개한 바 있다.
52) 한편 소득세법상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의 구분은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
53) 필자는 앞선 글, 763∼766쪽에서 이러한 경우 임직원의 행사차익을 을종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견해에 관하여도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54) 앞선 글, 763쪽.
55) 서면2팀-1878, 2007. 10. 17.은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서면2팀-83, 2005. 1. 12.에서와 같이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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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거래주체로 

파악되어야 하고, 두 법인 사이의 거래는 항상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거래

에서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그러한 거래가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시인(是認)될 수 있다는 기본 원칙56)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두 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주식발행법인이 옵션부여법인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일 것

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회사와 모회사가 완전히 별개라고 보고 이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합

리성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상, 자회사의 임직원이 ‘넓은 의미

에서는’ 모회사의 임직원이기도 하다는 식의 논리는 적어도 법인세법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전제로 하여 행사비용 보전 금액을 손금 부

인한 행정심판 결정례들 역시 재검토를 요한다.

3) 혼합거래적 이해에 따른 검토57)

  한편 행사비용이 보전되는 경우에 관하여 혼합거래적 이해를 적용한다면, 옵션

부여법인이 일정한 현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임직원이 이 돈을 자신의 돈과 

합쳐서 시가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되,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그 입증책임은 손금을 인정받고자 하는 법인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해석은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사이의 관계와 같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인가는 

극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56)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제52조 제2항에

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57) 본문(本文)의 내용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본거래적 이해에 따른다면, 

이 행사비용 보전 거래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 자본거래적 이해 하에서 스톡옵션의 

행사는 주식발행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옵션부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기존 주주들의 경제적 손해를 옵션부여법인이 보전하여 준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힘든 현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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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58) 즉 행사비용의 보전이 표면적으로는 옵션부여법인으로부터 주식발행

법인에로의 금전 지급이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실제로는 주식발행법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 주식발행법인은 ‘통상적’인 신주 발행의 경우라면 응당 

받았어야 할 돈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 옵션부여법인의 임직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옵션부여법인의 급여지급적 측면이 그대로 존재하

고 있는 것이 되며, 다만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일치하는 경우에 급여

지급적 측면이 개념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양자(兩者)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적 측면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이다.

  요컨대 혼합거래적 이해에 따르면, 행사비용 보전 금액은 급여지급적 측면의 

‘현실 속 구현’에 불과하여 인건비로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59)

  (2) 신설된 규정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본다면 임직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비용을 부

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래부터 주식발행법인이 아니라 옵션부여법인이다. 따라서 

옵션부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행사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

적인 거래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깨달았기 때문인지, 2009년 개정60)된 법인세법 시행령 

58) 물론 이 경우 보전되는 행사비용의 크기가 행사차익과 일치할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도 ‘행사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

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OECD, The 

Taxation of Employee Stock Option, 2005, pp. 133-143은 이와 같이 보전되는 행사비용

의 적정한 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가격에 관

한 논의가 대개 그렇듯이) 궁극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도 일단 행사차익에 상당하는 행사비용을 보전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지만,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동일한 경

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보전되어야 하는 행사비용의 크기를 얼마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별도의 논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9) 나아가 이 경우 행사비용 보전 금액 중 행사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

9897호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용어로 하자면 ‘갑종 근로소득’)의 지급에 해당하게 되

고,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하여는 옵션부여법인에게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앞선 글, 763∼766쪽에서 제시한 결론 - 

필자는 여기서 행사비용 보전의 유무에 관계없이 임직원이 얻는 소득은 갑종 근로소득

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 과도 잘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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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호는 손금 항목의 하나로 이러한 행사비용 보전 금액을 열거하고 있

으나,61) 이는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규정이며,62) 스톡옵션의 세법상 법률관계를 

혼합거래적 이해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실제 사

례가 된다.

  다만 이 규정은 특히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을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

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63) 행사비용의 보전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일정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와는 달리 외국법

인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부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

는 것과 같은 요건 하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말하자면 과세행정의 

편의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옵션부여법인의 손금 산입 문제에 미치는 영향

  행사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끝으로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 규정이 스톡옵션의 행사와 관련하여 옵션부여법인에게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한 기존의 과세실무와 이론적으로 양립(兩立)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이 규정 하에서 기존 과세실무를 그대로 답습할 경우에는, 옵션부여법인이 스스로 

신주를 발행하면 스톡옵션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모(母)회사로 하여금 신주를 발행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대신 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법인

세법상의 취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특히 혼합거래적 이해에서 말하는 급여지급적 측면은 옵션부여법인과 주식발행

60) 각주 14 참조.
61) 일종의 포괄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의 존재에서도 보듯이, 이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규정은 예시적 성격을 갖는다.
62) 따라서 위 제19호의 개정 규정이 이 규정 시행일인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행정해석(법인세과-952, 2009. 8. 31.)은 타

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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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동일한 때에도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경제적으로는 동일하게 존재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兩者)가 달라졌기 때문에 급여지급적 측면이 겉

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미 스톡옵션의 행사와 차액보상을 다르게 취급하는 기존의 과세실무에서도 드러

났던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부당함이 이와 같이 행사비용 보전 

관련 규정의 신설로 더욱더 증대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식발행법인과 옵션부여법인이 다른 경우의 행사비용 보전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은, 입법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

비용이 일반적으로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3. 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희석효과’의 취급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스톡옵션의 행사는 대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이에 따라 ‘희석효과’가 발생한다. 이 희석효과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

직원 본인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임직원이 행사차익에 상당하는 크기의 이익을 실제로 얻을 

수는 없다. 행사차익은 해당 주식의 스톡옵션 행사 직전의 시가로부터 신주인수

대금을 차감한 것인데,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는 바로 하락

하기 때문이다.64)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사차익 전액이다.65) 가능하다면 순자산의 증가, 즉 

64) 그리고 만약 추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며, 이는 스톡옵션의 행사차익과는 별개인, 새로이 

발생한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신주의 저가인수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

사의 경우와는 반대인 고가인수(高價引受)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신주인수행위는 

취득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

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

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

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역시 이러

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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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소득세법의 원칙일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소득세법의 이러한 규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 자본거래적 이해와 혼합거래적 이해

  여기서 자본거래적 이해와 혼합거래적 이해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자. 자본거

래적 이해에 따르면 스톡옵션 거래를 하나의 단일한 거래로서, 통상의 신주 저가

인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단일한 신주인수 거래에서

는 희석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므로, 행사차익 전액에 대한 과세를 설명하기가 어

렵다. 이 점은 순수한 자본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상증법이 신주 저가인수의 경

우에 인수인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받는 수증익(受贈益)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 희

석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66)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또 기존 주주가 법인이

고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는 자가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기존 주

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67)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때 법인세법 역시 해당 법인에 대하여 희석효과가 고려된 만큼의 액수만을 익금

에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68)

  반대로 혼합거래적 이해는 행사차익 전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혼합거래적 이해가 전제로 하는 급여지급적 측면은 

행사차익 상당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급여 지급에 따른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희석효과 유사’의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혼합거래적 

이해 하에서 이러한 주식 가치 하락은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세법 하

에서는, 급여의 지급과는 별개의 현상으로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주의 자본손실

(capital losses)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직원이 얻는 세법상 소득의 크기를 당장 줄

이는 효과를 내지 않는 것이다.69)

66)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 참조. 이 각 

호의 규정에서 수증익의 크기를 계산할 때 단순히 증자 전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

감하지 안고 증자 후 평가액까지 고려하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희석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생각은 각주 64에서 언급한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6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본문.
6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참조. 이 제6항의 규정은 익금에 가산하는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각주 66에서 인용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희석효과를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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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혼합거래적 이해가 전제로 하고 있는, 2단계의 거래가 포함된 사실관계 하

에서는 임직원의 소득 과세에 있어서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세법상 ‘원래 당연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희석효과 유사’의 

결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행사차익을 전부 과세 대상으로 

삼는 현행 소득세법의 입장은 혼합거래적 이해에 의하여 보다 잘 설명된다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다.

  (3) 혼합거래적 이해의 한계

  이와 같이 행사차익 전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혼합거래적 이해에 의하여 보다 잘 설명되고 이론적으로 무리가 적다는 점은 분명

하다.

  그러나 꼭 혼합거래적 이해에 의존하여야만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 역시 언급하여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시 희석효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스톡옵션 부여의 대상

이 되는 것이 상장법인의 주식이고 또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발행주식의 수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러한 희석효과가 주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보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거래적 이해에 따른 이론적 귀결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보다 편리하게 

소득의 대강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과세편의적(課稅便宜的) 차원에서 소득

세법이 행사차익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론적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4. 소결론

  지금까지 스톡옵션 행사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에 관한 해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실정법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자본거래적 이해에 

따라 옵션부여법인에게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도 존재하

지만, 최근에 신설된 행사비용 보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혼합거래적 

이해를 보다 잘 뒷받침한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한편 행사차익 전액에 소득세를 

69) 예컨대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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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혼합거래적 이해에 의하여 보다 잘 설명되지만 자본

거래적 이해를 전제로 하더라도 과세편의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는 있

다는 점 역시 알아보았다.

  이렇게 보면 옵션부여법인의 행사비용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서로 잘 어울

리지 않는 실정법 규정들이 병존하고 있으며, 결국 실정법 규정의 문언에 의지하

여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인의 

소득을 측정하는 좀 더 기본적인 원리 차원에서 생각하여 볼 필요가 생기게 되

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 장(章)에서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V. 법인세 기본 이론에 비추어 본 손금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법인세법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주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

한 법인이 소득을 얻을 경우,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고 동시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의 시점에서 다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다. 뒤집어 말하면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과 주주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한편 법인세는 이와 같이 전체적인 소득과세 체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니만큼 그 

부과에 있어서도 실제로 발생한 소득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쉽게 전제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 모든 

경우에 항상 소득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정책적 이유로, 때로는 과세행정상의 이유로 소득의 정확한 측정이라는 

이상(理想)은 희생될 수 있다.70) 그러나 소득의 크기에 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면 법인세법의 규정들은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물론 법인세법에 명시적으로 씌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

법의 근간 중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 기본이론에 어긋나는 

결론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생각하여 보도록 한다.

70) 바로 앞의 V.장 3.의 (3)항에서 살펴본 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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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과 소득으로부터 차감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1) 소득의 범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

되어 왔거나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력한 견해는, 법인세란 결국 

주주들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방편으로 법인의 설립을 선택한 경우 이러한 

법인을 통하여 영위한 사업의 결과로 거둬들인 주주의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라

고 설명한다.71) 다만 이와 같이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하여 역(逆)으로 주주의 ‘모든’ 소득이 곧 소득과세와 관련하여 법인

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 중

에서도 법인의 소득으로 되어 법인세 과세의 체계 내에 편입되는 것과 주주 개

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그 법인이 존재하는 목적, 곧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

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해당 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가 법인인지 여부를 따져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

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

이 세법 체계 전반에서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에는 문제된 경제적 이익이 법률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副次的)인 중요성밖에는 갖지 못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적으로 그러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어떤 경제적 이익이 법률적으로는 주주 개인에게 곧바로 귀속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소득은 ‘1차적으로’72) 법인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73)74)

71) 이창희, 전게서, 494쪽의 내용 역시 결국 이러한 뜻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를 취

하여 왔는데, 이에 관하여는 윤지현, “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4-2권, 한국세법학회 편, 세경사, 2008, 26-27쪽 

참조.
72) 이와 같이 ‘1차적’으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차적’으로는 그것이 주주 

기타 출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시점에서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등), 이와 같은 ‘이중’(二重)의 과세가 법인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

징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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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요경비의 범위 

  다음으로 이와 같이 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생각

하여 보자. 그런데 무엇보다 법인세를 포함하여 소득과세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것이 적어도 ‘총소득’이 아니라 ‘순소득’을 가리킨다는 점은 명확한 것이고, 이러한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원칙으로서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75) 

부담된 손실이나 비용을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

문이 없다.

  그러면 법인이 부담한 여러 손실이나 비용 중에서 이와 같이 총소득에서 차감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것인가? (1)항에서 살펴본 이익의 귀속 측

면과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법인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손실⋅비용 역시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곧 주주의 손실⋅비용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주주의 

손실⋅비용 중에서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법률적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법인세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주주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 즉 행사비용 역시 옵션부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톡옵션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행사비용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73) 그 성질상 원래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법형식상 주주에게 바로 귀속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통상 이러한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 가산하고, 다시 

이러한 이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예컨대 ‘내국

법인이 초ㆍ중등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

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받는 경우 그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은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당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라고 한 법

인세과-1053, 2009. 9. 25. 참조.
74) 이러한 논리는 소득세에서 개인이 얻은 소득 중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업

소득’으로서 과세된다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납세자가 독립된 법인격체를 만들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독립된 법인격체를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1차적으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75) 법인세 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수입금액에 ‘대응’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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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표면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도 결국 법인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인건비의 정당한 평가

  이러한 결론의 결정적인 장점은 무엇보다 옵션부여법인의 소득을 법인세의 기

본이론에 맞도록 정당하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데에 있다. 반

대로 만약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옵션부여법인이 인건비로서 다른 

종류의 보상을 행하는 대신에 신주발행 방식의 스톡옵션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마치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취급은 

‘실질’은 물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인세에 관한 기본이론에도 전

혀 맞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 점은 숫자를 들어 살펴봄으로써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므로,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예시]

①-1 자본금이 100원, 순자산 100원, 발행주식 1 주(주주는 갑이다)인 A 법

인의 순자산이 2010 사업연도 동안에 100원만큼 증가하였다. 그 결과 A 법

인의 주식가치는 2010 사업연도 말에 주당 200원이 되었다. 한편 A 법인은 유

일한 임직원인 을에게 100원에 주식 1주를 인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

여하여 을이 이를 2010 사업연도 말에 행사하였다고 가정하자.76)

①-2 비교를 위하여, 똑같이 자본금 100원, 순자산 100원, 발행주식 1 주

(주주는 병이다)인 B 법인의 순자산이 2010 사업연도에 100원만큼 증가하

였고, 한편 B 법인은 유일한 임직원인 정에게 2010 사업연도 말에 급여로 

100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자.

②-1 먼저 비교 대상인 B 법인에 관하여 보자. 이 법인은 2010 사업연도에 

전혀 돈을 번 것이 없고, 다만 정이 100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76) 이 가정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상법 제340조의 2 제3항의 제한에도 반하는 것이지만 

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아래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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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그러면 A 법인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법인이라는 형식에 구애 받기보

다는 이 법인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의 앞뒤를 맞추어 보고자 한다. 중

요한 것은 이 법인을 둘러싸고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富)가 실제로 창

출되었는가, 그에 대한 소득과세가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추어 적정

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 사업연도 한 해 동안에 A 법인으로부터는 100원의 부가 창출

되었다. 문제는 이 100원의 경제적 부, 곧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과

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 100원이 우선 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는 의문이 없다.77) 이는 곧 이 100원의 소득이 A 법

인이나 그 주주들의 것이 아니라 A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을이 창출한 것

으로서 을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때 A 법인

에게 이 100원에 대한 법인세가 다시 부과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앞뒤가 

맞게 된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혼합거래적 이해에 따라 스톡옵션 

관련 비용 1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③ 이러한 결과를 숫자를 가지고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다소 극단적인 가정

이기는 하지만, A 법인이 2010 사업연도 직후 바로 청산한다고 생각하여 

보자.78)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손해, 희석효과 

등의 크기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상당히 과장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이 각종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과장될지 몰라도 그러한 경제적 효과(즉 

이익이나 손해의 발생, 희석효과의 존재 등)의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사례 역시 그와 같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제적 효과들을 보

다 분명히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고안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77) 실정법상으로는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서 행사차익을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참조.
78) 스톡옵션 행사 직후 법인이 청산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

한 경제적 효과들만을 따로 가려내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다. 특히 법인의 

청산이란 그 동안 해당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축적하여 온 경제적 부를 주

주나 근로자 기타 채권자에게 정산⋅분배하여 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각각의 거래주체에게 어

떻게 귀속되는가를 보다 쉽게 따져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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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 을의 스톡옵션 행사로 행사가격 100원이 새로 유입된 결과 A 법인의 

순자산은 이 때 300원이 되어 있고, 이는 각각 1 주의 주식을 보유한 갑과 

을에게 각각 150원씩 나뉘어 분배된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자본금인 

100원을 투자한 다음 150원을 받았으므로 50원을 번 것이 된다. 그리고 실제 

소득세법상으로도 갑은 이 50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당한다.79)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 보면 100원 상당의 가치를 갖는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관하여 1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아 이미 소득세를 부담하기까지 

하였다) 그 외에 스톡옵션 행사가격 100원을 따로 투자하였음에도 최종적

으로는 150원만을 받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50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다.

(물론 그렇다고 을이 스톡옵션을 아예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여전히 스톡옵션은 행사하는 편이 낫다).

③-2 결국 갑이 올린 50원의 이익과 을이 입은 50원의 손해를 합하여 보면 

법인 단계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부가 창출된 것이 없고, 새로 발생한 100원의 

경제적 부는 법인의 소득으로서 A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A 법인

에게 근로를 제공한 임직원인 을의 근로소득으로서 을 개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만 법인의 소득을 정확히 측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혼합거래적 이해는 이 때 A 법인에게 행사차익 100원 상당의 손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A 법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혼합거래적 이해가 스톡옵션을 둘러싼 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체에 

잘 부합한다는 점은 이미 ②-2에서도 언급한 바이다.

  그러나 자본거래적 이해에 따르거나, 꼭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A 법인에게 100원 상당의 손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창출된 부가 100원에 불과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A 법인에게도 100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동시에 을에게도 100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200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정확히

79) 소득세법은 이를 이른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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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명백히 잘못된 결과이며,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갖는 결정적인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80)

③-3 끝으로 갑과 을의 소득과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때 갑은 50원

의 소득을 얻고, 이미 100원의 소득을 올려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 을은 

50원의 손해를 보는 결과가 이 사례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즉 전체적으로는 A 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주주 단계에서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려면 새로 주주가 된 을의 주식 취득가액이 혼합거래적 이해에서 

전제하는 바와 같이 주식의 시가인 200원으로 정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과를 맞추어 놓기 위하여 양도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서는 스톱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해당 임직원의 주식 취득가액

으로 보도록 정하여 두고 있으나,81) 이 규정이 법인 청산시에 문제되는 의

제배당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82)

  만약 법적 근거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을의 주식 취득가액을 100원으로 보아 을에게 100원의 근로소득 외에 50 

원의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부당한 결과로 될 가능성이 생긴다. 

한편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을의 주식 취득가액을 200원으로 보게 

되어 결국 50원의 손실83)이 발생하는 결과로 되므로 개인인 을 단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에는 A 법인에 100원의 소득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법인의 주주들은 전체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본 것

이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즉 어느 쪽이나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이론적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 사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80) OECD, op. cit., p. 18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만 그 결과 스톡옵션과 다른 

유형의 급여 사이의 선택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이 해쳐진다고 설명한다.
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그 결과 임직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나뉘게 되고, 둘은 서로 겹

치지 않는다.
8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당 주식 …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어

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혼합거래적 이해에 따른다면 주식을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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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숫자를 떠나 다시 생각하여 보자.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임직원은 행사차익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는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상대방 고용주에게 대응

하는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동일한 소득이 두 번 과세 - 

법인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의 과세까지 감안하면 세 번 과세된다 - 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거래적 이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기는 하

지만, 사실 앞의 [예시]는 이러한 당연한 결과를 다소 장황하게 보인 것에 불과

하다.

  아무튼 을에 대한 보수 지급의 방법으로 스톡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예시]의 

①-1)나 통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예시]의 ①-2)나 모두 법인 단계에서는 새

로 창출된 경제적 부가 없다(단지 100 원의 가치를 갖는 근로를 제공한 을 개인

의 차원에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었다84)). 이러한 점에서 양자(兩者)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것이 위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각 관련자

들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을 적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며, 스톡

옵션의 행사와 관련된 법인세 관련 법률효과를 전체적인 법인세 과세체제의 틀과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법인세법이 항상 소득의 정확한 측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1.항에서 살펴본 바이지만,85) 그렇다고 행사비용을 손금 부인하여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주식을 저가인수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자본거래적 이해에 따르면 문제

가 생긴다.
83) 이 손실의 성격이 배당소득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이창희, 전게서, 580쪽은 ‘양도차

손’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연도에 생긴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에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와 손실이 생기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손실이 소득세와 관련하여 각각 별개의 분

류에 속하게 된다는 문제는 있다.
84) 물론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을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냐에 관하

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개인의 근로 제공이 주가 상승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논외로 한다면, 스톡옵션이라는 거래 구조에는 사실 상당한 정도의 ‘사행

성’(射倖性)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 글의 성격상 여기서는 일단 논외

로 하고 VI.장에 가서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는 데에 그치도록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

에나 인건비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 장(章)의 결론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 장(章)에서의 분석이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다.  
85) 사실 스톡옵션과 관련된 소득세의 부과 시점을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론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과세방법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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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책적 이유나 과세행정상의 이유가 명백하지도 않은데 소득의 정확한 측정

이라는 이상을 쉽사리 포기하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86) 또한 이러한 해석은 새로이 손금으로 규정된 법인세법 제19조 

제19호의 행사비용 보전 금액에 관한 규정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또한 현행 

소득세법이 행사차익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도 보다 잘 어울리는 

것이다. 한편 이와 다른 전제, 즉 자본거래적 이해87)에 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비용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

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88)89)

미국 연방대법원의 “Lo Bue” 판결과 관련하여 이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선 

글, 751쪽.
86) 혼합거래적 이해가 전제로 하고 있는 2단계 거래, 즉 행사차익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

되 그 돈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경우에 급여 상당액을 손금으로 보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스톡옵션 행사의 경우에도 세

법상의 결과는 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7) 김재광, 전게논문, 91~92쪽은 현재의 과세실무 역시 이러한 자본거래적 이해에 터 잡

은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88)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OECD, op. cit., p. 147의 내용이다. 이 문헌은 

신주발행 스톡옵션(“dilutive stock option plan”)의 경우 그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

의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옵션부여법인이라는 입장과 옵션부여법인의 주주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사실상 이 글의 ‘혼합거래적 이해’와 ‘자본거래적 이해’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arguably) 후자(後者)의 견해가 옳다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우선 기업회계에서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스톡옵션 행사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하락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헌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듯이 기업회계상 행사비용의 계상 여부는 각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고(우리나라 역시 행사비용의 계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II.

장의 1.(2)항 참조), 기업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

드시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논거에 찬성할 수 없다. 

두 번째 논거 역시 거래의 외형에 지나치게 집착한 데에서 나온 일종의 착시(錯視) 현

상으로서, 이러한 견해의 부당성은 이미 본문(本文)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혼합거래적 이해는, 이러한 경우 스톡옵션 거래를 경제적으로 옵션부여법인의 급여지

급적 측면과 임직원이 새로운 주주로 등장하는 측면(즉 위 문헌이 말하는 기존 주주들

의 지분율 하락)으로 분리하여 볼 수 있는데, 행사비용은 어디까지나 전자(前者)의 단

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하락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

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 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이 문헌 스스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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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여론(餘論) -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금액의 크기

  이미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주된 검토 대상은 스톡

옵션 행사시 옵션부여법인에 손금이 발생하는가 여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스톡

옵션에 관한 순수한 자본거래적 이해의 부당성을 논증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리하여 옵션부여법인의 행사비용은 임직원이 얻는 행사차익과 같

다는 점을 일단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90) 그러나 자본거

래적 이해를 넘어선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 이 문제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볼 점이 

없지 않다.

  기업회계의 논리를 빌리자면, 옵션부여법인이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시점에서 이미 그러한 스톡옵션에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91) 그런데 만약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의 크기가 그러한 가치를 넘는 것이라면 

그 차액은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스톡옵션이라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일종의 자본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92)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 

차액 부분은 명목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이익의 

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반론의 근저(根底)에는 ‘가장 

근본적으로’(most fundamentally) 옵션부여법인과 임직원 사이에 ‘그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에 따른 대가 관계’(remuneration, whether in the form of cash, stock options, or 

other form of in-kind compensation)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가 관계가 옵션부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9) OECD, op. cit., p. 48의 내용에 따르면, 신주발행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도 행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이고(미국의 

경우 손금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재무부 시행규칙 §1.83-6(a)(2)이다), 이 유형에 한

하여 손금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프랑

스, 일본, 노르웨이 등이며, 우리나라도 그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武田隆二, 法人稅法精說(平成18年度版), 森山書店, 2001, p. 346은 일본 

세법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자본거래적 이해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05년 OECD, op. cit. 출간 이후 프랑스는 2006년말의 세법 개정으로 신

주발행형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손금 발생을 인정하게 되

었다고 한다. M. Cozian, Alain Viandier, Florence Deboissy, Droit des société (20ème 

édition), LexisNexis S.A., 2007, n
o

 797(관련된 조문은 Article 217 Quinquies, Code 

général des impôts) 
90) 각주 13 참조.
91) 이창희, 전게서, 550쪽.
92) 이 점은 “Lo Bue” 판결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는 앞선 글, 74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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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다. 또 옵션부여법인의 입장에서도 이 차액 부분만큼은 인건비가 아

니므로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93)

  다만 임직원이 얻는 행사차익 중 적어도 일부가 순수한 의미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고 옵션부여법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IV.장에서의 논의 내용은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타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만약 행사차익 중 일부가 실제로는 자본이익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옵션부여법인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본거래적 이해에서 본 바와 같이 옵션부여법인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온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IV.장에서와 같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예시]

① 자본금이 100원, 순자산 100원, 발행주식 1주(주주는 갑이다)인 A 법인의 

순자산이 2010 사업연도 동안에 이번에는 900원만큼 증가하여 1,000원이 

되었다. 그 결과 A 법인의 주식가치는 2010 사업연도 말에 주당 1,000원이 

되었다. 한편 A 법인은 유일한 임직원인 을에게 100 원에 주식 1 주를 인

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역시 을이 이를 2010 사업연도 말에 행

사하였다고 가정하자.

②-1 행사차익 전부가 행사비용으로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러면 A 법인은 인건비로 900원을 지출하고 그에 대응하여 을은 900원의 

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 때 이 금액 전부가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근

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금액이 전부 A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한 소득이 법인에게도, 개인에게도 과세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

생한다.

93) 실제로 학설 중에도 ‘기업의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급여보

충적 기준을 넘어서는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산정시 손금산입의 혜택을 

부인하거나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상근,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문제점 - 회사법과 세법을 중심

으로”, 상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편, 1999, 208쪽.



196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2호 (2010. 6.)

②-2 한편 이 스톡옵션이 을에게 부여된 시점의 가치가 100원이었다고 가

정하여 보자. 이렇게 볼 때 900원의 행사차익 중 100원만이 순수한 의미에

서의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800원은 스톡옵션 부여 후의 가치 상승분으로서 

자본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에는 A 법인에게 발생한 

인건비 역시 100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전제 하에서는, A 법인과 임직원 을이 창출해 낸 경제적 

부(富)가 100원에 불과하므로 이 100원만을 A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800원은 A 법인의 가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즉 자본이익)인데, 

이러한 종류의 소득은 애당초 법인과 주주 단계에서 각각 따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800원 부분은 손금으로 A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여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③ 이 800원의 소득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스톡옵션이 행사되지 않

았거나 애당초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 자본이익은 본래 A 법인의 기존 주주

인 갑에게 전부 귀속되었을 것이다. 즉 을의 근로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100원만큼의 경제적 부(富)가 창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800원의 자본이

익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유일한 주주인 갑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 증

가로 바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을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A 법인의 기업가치는 1,100원이 되

었고(행사 당시 A 법인의 기업가치 1,000원 + 행사가격 100원), 따라서 갑과 

을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각각 550원이 된다. 한편, 만약 이 

800원의 자본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을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A 

법인의 기업가치는 300원이 되었을 것이고(행사 당시 A 법인의 기업가치 

200원 + 행사가격 100원), 따라서 갑과 을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각각 

150원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800원의 자본이익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은 각각 400원씩의 

추가적인 이익을 본 셈이 되는데, 특히 본래 이를 독차지했어야 할 갑이 스

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그 절반을 을에게 넘겨 준 결과가 된다. 이는 곧 

800원을 자본이익으로 본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자본거래적 이해가 타당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신주(新株) 발행 법인에 미치는 세법상 법률효과 / 尹智炫   197

  결국 이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이론적인 기준은 스톡옵션 행사시에 

임직원이 얻는 행사차익 중 순수한 의미의 근로소득 - 즉 법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로 파악할 수 있는 - 이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언뜻 보면 행사차익 중 원래의 스톡옵션 가치를 넘는 부분은 자본이익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지만, 꼭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자면 차액보상의 경우

에는 현실적으로 현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원래 부여한 옵션 자체의 가치가 아

니라 나중에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인건비로 보아 손금 발생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회계94)와 세법95)의 실무이기 때문이다. 즉 이런 경우에 지급액 전액이 손금

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곧 그 액수 결정에 다소의 우연성(偶然性)이 개입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인건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순수한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96)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톡옵션의 행사차익 중 순수한 

근로소득과 자본이익을 구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이 만약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예컨대 스톡옵션의 행사를 차액보상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97) 

또 스톡옵션의 행사에 관한 한 기업회계와 세법은 처음부터 그 출발점이 다르므로 

스톡옵션 거래의 세법상 법률효과를 정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와는 다르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예 행사 시점에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인 

행사차익 전부를 인건비로 보는 혼합거래적 이해에 따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98) 하는 점들에 관하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94) 차액보상의 경우 보상원가와 부채를 즉시 인식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이지만, 그 후 가득기간 동안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이전까지 계상된 보상

원가에 가감하여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최관, 김태식, 전게서, 269쪽), 결국 실제 차액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서는 보상되는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
95) 각주 47 참조.
9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급여지급기준’이 회사의 실적(實績) 등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행정해석상으로도 인정되어 있다. 예컨대 

‘직전 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이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한 서면2팀

-2680, 2006. 12. 28. 외 다수.
97) 양자(兩者)를 다르게 취급하는 기업회계에서는 예컨대 차액보상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현금이 유출된다는 점에서 지분상품이 발행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와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최관, 김태식, 전게서, 269쪽), 이러한 설명이 과연 타당한 것

인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게 된다.
98) 기업회계상 계상한 비용, 즉 ‘보상원가’에 한하여 손금 발생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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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은 처음에 설정한 이 글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문제만을 

제기하여 두도록 한다.99)

VII. 맺음말

  법인 또는 회사 제도는 민사법적인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 낸 추상적인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민사법과는 또 다른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법의 영역

에서 법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또 법인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거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은 항상 곤란한 문제로 남게 된다. 스톡옵션 역시 마찬가

지인데, 현재의 과세실무가 그렇듯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피상적으로 

세법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의 본질 또는 기본 이론에 어긋나거나 해당 거래 또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스톡옵션 거래는 기본적으로 혼합거래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그 법률효과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 행사

비용을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이론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현행 법인세법의 해석론으로서도 충

분히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사실 행사비용을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세실무가 이와 같이 

이론적 근거의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이유 중의 하나는 - 

좋게 이해하자면 - 처음 스톡옵션이 우리나라 거래계에 도입되었을 때에 이에 관한 

스톡옵션의 부여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들의 인식 시점을 미루었다가 행사 시점에 

가서 일거에 인식하도록 하는데, 과연 법인세법상 뚜렷한 규정 없이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입법론 차원에서는 행사차익 중 일부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 가능할 것이며, 이는 행사차익 중 일부가 자본거래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행사차익 전부가 인건비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다. 현행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와 같이 인건비 중에서도 ‘과다 …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

다는 것이 법인세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 차액보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99) OECD, op. cit., pp. 133-143, pp. 146-148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측면에서 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두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고 

궁극적으로 ‘독립기업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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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가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된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100) 즉 이와 같이 

소득과세에 대한 광범위한 특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옵션부여법인에게 손금 

발생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 다소간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법인 제도, 법인세의 본질 또는 스톡

옵션 거래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표피적(表皮的) 이해와 결합하여 지속되어 온 

것이 현재의 과세실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말에 와서 이러한 과세특례가 모두 폐지101)되었고, 따라서 행사

차익 상당액이 예외 없이 과세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금액을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의 부당성은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특례가 최근 폐지되었고 나아가 행사비용 보전 금액의 손금성

(損金性)이 정면으로 인정된 최근 입법상황의 변화가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았던 과거의 과세실무를 변경할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물론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도 이미 확립된 현재의 해석론을 과세관청이 스

스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라면, 행사비용을 일반적으로 옵션부

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둠과 동시에 동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단서를 폐지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행사차익 전부를 행사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을 행사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필

요할 것이나102)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투고일 2010. 5. 17     심사완료일 2010. 6. 7     게재확정일 2010. 6. 14

100) 이러한 과세특례의 상세한 연혁 및 내용에 관하여는 심경, 전게논문, 476-498쪽 참조.
101) 각주 12 참조.
102)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서도 행사

비용의 개념이나 크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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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ax Implications of Stock Option Exercise on the Granting 

Corporation: Should the Relevant Economic Loss Be 

Deductible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s?

YOON, Ji-Hyun*

103)

When a stock option is exercised, the company which issues new shares usually 

incurs certain economic loss (“Excercise Expense”) resulting from the spread between 

the strike price an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relevant stock.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this Exercise Expense should be deductible from the income of the company 

that has granted stock option (“Granting Company”)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s.

Although the Korean tax authorities firmly deny deductibility of the Exercise 

Expense, no clear statutory provision mentions whether the deduction is allowed, and 

a few provisions which indirectly refer to the issue are split.

However, the basic theory of corporate income tax dictates that, in order to accu-

rately measure the amount of income accrued to the Granting Company, the Exercise 

Expense should be deducted. Otherwise, the same income would be taxed twice, as 

corporate income of the Granting Company and earned income of the individual op-

tion holders. This absurdity resulting from the current practice has been aggravated 

by the recent tax law amendments that repealed exemption of the income arising 

from exercise of stock option.

It thus appears that now is the right moment for the tax authorities to change 

their practice into allowing the deduction.  However, how much then should be de-

ducted as Exercise Expense, and whether it is same as the gain that an option holder 

derives from his or her exercise, or restricted to a certain portion of such gain (e.g. 

value of stock option measured at the moment of grant) is another issue left for fur-

ther discussion.

Key words: Stock Option, Deduction, Business Expense, Corporat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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