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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자진사임 이유로 취소 여부  

 

회사의 주장요지 -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 사임하였고, 이

는 상법 제542조의3 제5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주식매수선

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함, 회사는 퇴직 후 이사회 결의로 개최하여 주식매

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음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사임이유로 취소 인정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

승을 유인동기로 삼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관

계를 일치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

의 성과보상제도이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

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존주주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경우에 따

라서는 회사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상법은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제542조의3 제5항과 시행령 제30조 제6

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와 같이,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

시 이미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서 퇴사한지 약 2년 8개월이 경



과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

542조의3 제5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11

조의1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 회사 피고는 원고의 

퇴사 등을 이유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다.  

 

(4) 스톡옵션 행사자(원고)의 취소 불가 주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2년의 재임 기간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행사하

기까지 한 이상, 피고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서울고등법원 원고주장 배척 - 상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요건으로서 최소 2년의재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

택권 부여의 취소 시기를 2년의 재임 기간 이내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앞서 본 상법 및 피고 정관의 문언을 넘

어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취

소 전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임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직무 충실

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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