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tricted Stock이란 구성원들에게 일정 조건을 걸

고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보상 형태이다. 이는 주식을

직접 부여하는 스톡 그랜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일정 기

간 후 일정 수량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스톡 옵션과는 차이가 있다. Restricted

Stock은 행사 제약 기간 내에는 주식의 매매가 금지되며,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주식 지급을 무효화하게 된다. 미국 선진 기업의 경우,

Restricted Stock을 부여할 때, 핵심 경영진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근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IBM이나 Dell은 일부 경영진들에

게5년이상의근무를조건으로걸고Restricted Stock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과와 연동한 장기 보상 제

도의 도입이 급증하면서, Restricted Stock 역시 경영 성

과를조건으로걸기도한다. 즉, 성과목표달성시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Restricted Stock 도입 비율이 증

가하고있다.

Restricted Stock의확대배경

최근 미국에서는 Restricted Stock의 도입 비율이 과거

10년 동안 약 60% 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기업

들이 Restricted Stock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스톡 옵션은 주가가 행

사가보다낮을경우옵션을행사하지못함에따라동기부

여 효과가 희석되지만, 이와 달리 Restricted Stock은 주

식을 직접 부여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도 구성원에

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래 미국 IT 업계의 거품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업들에게 Restricted Stock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둘째, 행사가와 주가의 차액이 보상액이

되는 스톡 옵션과 달리, Restricted Stock은 주식 액면가

가 보상액이 되기 때문에 스톡 옵션보다 주식 발행 수가

적어도 동등한 보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톡옵션은법적으로전체발행주식의최대15% 이상발

행할수없기때문에, 더이상스톡옵션을발행할수없는

기업들에게 Restricted Stock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수있다. 셋째, 과거도입기에서현재산업의성장기, 성숙

기로넘어가면서리스크가크고행사가격설정등운영이

복잡한 스톡 옵션보다는 명백하고 간단한 Restricted

Stock을 제공하는 쪽으로 장기 보상 형태가 변하는 측면

을들수있다. 

자사에맞는주식형보상제도를선택해야

그러나Restricted Stock이스톡옵션제도보다더좋다고

말할수는없다. Microsoft의경우,기업환경및자사의상

황 변화에 맞게 주식형 보상 제도를 스톡 옵션 중심에서

Restricted Stock으로 변경한 것이지, 스톡 옵션 제도 자

체의결함때문이라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장기인센티

브 도입 시 보다 중요한 것은 자사의 상황과 조직 문화 등

을검토하여이에맞는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점이다. 이

를위해서는주식형보상제도도입시다양한형태로유연

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이고정형스톡옵션을활용하였지만, 최근많

은기업들이성과연동형이나지수연동형등다양한방법

의스톡옵션제도를운영함으로써Free-riding 등의스톡

옵션부작용을예방하고있다. 또한스톡옵션제도하나에

의지하기보다는 직급 및 성과에 따라 스톡 옵션,

Restricted Stock, 장기 성과 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현금

보상등다양한장기보상제도를혼합하여운영하는방안

도고려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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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ed Stock(양양도도제제한한조조건건부부주주식식)
Restricted Stock이란주식을직접부여하는스톡그랜트의대표적인형태로구성원들에게일정조건을걸고

회사의주식을부여하는장기보상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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