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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가임대차 분쟁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외국의 상가임대차 입법례를 보
면, 계약의 갱신(연장)을 통해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거나 시설과 영업망 형성 등을 위
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느 정도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
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 상가임대차 법제나 법원의 판례는 임대인의 법적 권리의 보
호에는 충실한 반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제와 판례에서 임대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다 보니, 절차적인 측면에서
도 임차인들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외국의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사례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에 앞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이 활성화 되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
이지 않고 분쟁해결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상가임대차 분쟁에서는 이러한 분쟁조정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2013. 8. 13.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고만 한
다)”시행에 이어 2014. 12. 발의된 권리금 회수방안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
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가임차인이 
어느 정도 임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분쟁해결에 임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상가임대
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 8. 13. 개정 상가임대차
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법정갱신기간 5년 동안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갱신의 거절사유로 자주 이용되고 있던 개축, 재건
축 등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시 사전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통지한 경우
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하게 되어 갱신거절의 사유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에 비해 더 많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기간인 5년 동안 
계속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1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권리금 보
호 등 상가임차인 보호법제 개선방안』에 의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차권 양도를 통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임차권 갱신이나 양도를 거절
할 수는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제도의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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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설정되면, 법원에서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가임
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 분쟁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의 변화로 서울특별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분쟁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식 
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연구의 범위는 주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
는 분쟁사안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분쟁사안은 
주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임대차의 종료
에 따라 임대목적물인 상가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
만 실제 상가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 센터의 상담
실적의 내용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협회
에서 상담원을 추천받아 1일 1인씩 근무하며 상가임대차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3년 1월～6월 사이의 상담 총3,809건1)의 상담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2) 

이에 의하면, 분쟁의 대부분은 재계약, 계약의 해지, 명도, 묵시적 갱신기간 등 상
가임대차 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등 존속기간에 관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임
대료의 조정에 관한 분쟁이 많은데, 이는 임대차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것을 전
제로 갱신 또는 연장에 따른 임대료의 조정에 관한 분쟁이 분쟁조정의 다수를 차지하
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센터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차의 재계약, 해지, 명도, 묵시적 갱신의 성립 
등 주로 임대인이 갱신이나 연장을 거절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대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갱신 또는 연장된 임대차의 임대료 조정에 관한 분쟁은 상대
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2013. 8. 13.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시행과 함께 2014. 
12. 발의된 상가임대차법이 입법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갱신 또는 연장된 임대
차의 임대료의 조정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의 분쟁상담 실적을 분석해보면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권리금은 대부분은 임차권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들 사이에 수수(授受)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차권 양도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
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임대인 776명, 임차인 2,750명, 공인중개사 198명, 기타 85명 

2) 2011. 8. 17. 보도자료, “상가임대차 문의 6년간 꾸준한 증가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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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상담내용의 유형분석

상 담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전

화

팩

스

방

문
계

전

화

팩

스

방

문
계

전

화

팩

스

방

문
계

전

화

팩

스

방

문
계

전

화

팩

스

방

문
계

전

화

팩

스

방

문

626 600 26 558 536 22 589 568 21 653 641 12 714 689 25 669 647 22

계약.재계약

가계약
55 53 2 64 63 1 70 67 3 75 73 2 75 75 - 75 75 -

해지.해제

무효.취소
111 106 5 111 106 5 124 116 8 129 127 2 146 138 8 132 124 8

상가임대차보호

법

적용여부

91 90 1 96 94 2 82 81 1 101 98 3 112 106 6 101 99 2

보증금

임대료.명도
108 101 7 94 90 4 96 92 4 100 100 - 121 117 4 123 117 6

묵시적갱신

기간
28 27 1 20 19 1 29 29 - 31 31 - 43 43 - 25 24 1

권리금

원상복구
52 47 5 48 45 3 58 57 1 52 52 - 54 52 2 67 65 2

수선.관리(비)

하자
79 79 38 37 1 40 39 1 47 46 1 42 41 1 40 40 -

중개수수료

중개사고
29 27 2 39 37 2 42 40 2 58 58 - 60 58 2 52 52 -

기 타 73 70 3 48 45 3 48 47 1 60 56 4 61 59 2 54 51 3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면 임차
권 양도 내지 전대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임
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는 무단양도, 무단전대로서 그 자체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가 된다. 하지만 미국의 판례를 보면 임차권 양도에 관한 승낙거절에 대하여도 합리
성(reasonable)심사를 통하여,3) 임대인이 승낙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unreasonable) 임차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아가 임대인의 승낙거절로 임차
인이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damages)을 하도
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3) 미국의 입법례를 계수한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등 정당성 심사를 통해 위법성

을 판단하는 내용이 많은데, 미국 판례에서 나타나는 합리성(reasonableness)심사를 우리 법제에서는 정당성 

심사로 표현하고 있다.  

- 4 -

즉, 2014. 12. 발의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위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안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 등을 
통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의무에 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협력의무
라는 다소 생소한 법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부당한 승낙거절(unreasonable withdraw)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행이익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리와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 분쟁유형에 기초하여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이 우리 
상가임대차 분쟁의 중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1) 임대차의 갱신 또는 연장 등 
존속기간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갱신 또는 연장 시 임대료 조정, 3) 임차권 양도 내
지 전대에 관한 승낙거절의 정당성 심사, 4) 임대차 갱신이나 양도 거절 시 임차인의 
금전회수 방안을 둘러싼 분쟁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쟁의 
분쟁해결 방안 내지 분쟁조정 시 조정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분쟁유형
에 대한 해결법제 내지 판례법리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법제나 판례 법리를 비
교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방안이나 분쟁조정기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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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둘러싼 분쟁

1. 단기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의 문제점 

서울시가 2014년 3월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
사”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의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임대차보호기간 5년의 1/3 수
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
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보호법제는 대부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따
라서 특별히 법정 임대차보호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른 입
법례로서, 법정임대차기간을 정하되, 이를 상당히 장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
로 프랑스 상가임대차법의 경우는 임대차보호기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9년이다. 이러한 외국 상가임대차법제와 비교하여 볼 대 한국의 상가임대차법은 기간
을 정한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정 임대차보호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짧은 
편이다. 나아가 그나마 그 법정 임대차보호기간마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상가임대
차법의 제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정 5년의 임대차보호기간이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은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상가임대
차법의 적용범위를 소정의 규모 이하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에 따
라 상가임대차 분쟁이 많은 주요상권 지역의 상가임대차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법
정 임대차기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서울시의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242만원이고 상가임대차 분쟁이 많은 강
남은 5억 4,697만원, ‘도심’이 3억 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8,475만원이다. 이렇
다 보니 강남상권의 평균 45.5%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서울시 전체 
상권의 22.6%, 1층은 35.9%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은 주
요상권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상가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제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에 불
과한 셈이다. 다행히 2013. 8. 13. 법 제12042호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제2조(적

4)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조사결과 토대로 임차상인보호 나선다.”, 경제진흥실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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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0조의 법정 보호기간내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여, 2013. 8. 13.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임대차계약에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상가임
대차이더라도 5년의 법정 임대차기간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갱신거절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왔다는 데에 있다. 즉, 5
년의 법정임대차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재건축, 개축 등
을 주장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법원재판실무에서는 대부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당장 구체적인 재건축이나 개축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개축 등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면서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
았다. 또한 재건축, 개축의 계획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갱신 시점에 갑자기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재건축, 개축을 이유로 들면서 갱신거절을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
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설과 영업을 위한 많은 자금을 투여한 상가임차
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 입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2013. 8. 13.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재건
축, 개축 등의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 개축을 하는 경우에만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과거에는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상가임대차법이나 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임대인이 갱
신거절을 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이 분쟁조정에 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나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법원에서의 화해나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분쟁조정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하
지만 이상 살핀 바와 같이 2013. 8. 13.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의하여 2013. 8. 13.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법정 5년의 임대차보
호기간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분쟁 발생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분쟁조정이 과거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외국의 상가임대차기간 존속보호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여
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은 우리 상가임대차기간 갱신 또는 연장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
을 통해 해결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임대차계약기간 존속보장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관
하여, 우리 상가임대차법제와 법원의 재판실무나 분쟁조정 실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의 임대차기간 존속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임대차기간 갱신 또는 연장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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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보고, 나아가 프랑스, 영국 등 우리 상가임대차 제도에 시사
점을 줄 수 있는 외국의 임대차기간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임대차기간 존속보장제도

가. 일본 민법과 차지차가법의 임대차기간 규정 

일본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
이 없는 임대차는 해지에 의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민법 제671조 제2
항). 그러나 일본 차지차가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의 기간만료에 의한 임대차 
종료에 관하여, 차지차가법 제26조 제1항에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지차가법 제28조는 갱신거절기간(기간만료1년부터 6개월전까지의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거절(기한의 정함이 있는 건물임대차의 경우)의 통지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바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거절의 정당성 내지는 해지의 의사표시의 정당성
을 심사하여 임대차종료의 효과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차지차가법은 갱신
거절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그 통지불이행시에는 법정갱신의 효과가 발생하여 임차
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임
차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일본 민법 및 우리나라 민법은 물론이
고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이다. 

여기서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1) 기본적 판단기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2) 부수적 판단기준 -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노후도 등), 3) 보충적 판단기준 - 건물의 명도의 조
건 또는 동시이행으로서의 건물의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재산상 급부(퇴거료) 등을 들
고 있다. 이러한 주요기준과 부수적 기준을 종합하여 갱신거절과 해지의 의사표시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한 퇴거료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일본 차지차가법 제28조는 말하자면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거절통지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 정당성 심사를 통하여 임대차종료의 효과여부를 판단하
도록 하고 있다. 그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1) 주요판단기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과,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2) 부수적 판단
기준 -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노후도 등), 3) 보충적 판단기준 - 건물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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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조건 또는 동시이행으로서의 건물의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재산상 급부(퇴거료)를 
기준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요기준과 부수적 기준을 종합하여 갱신거절과 해지의 의
사표시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 정당성인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퇴거
료 보상을 조건으로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임대차 갱신거절의 주요 정당성 판단기준 

일본의 임대차 재판실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건물사용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양 당사자의 건물사용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당사자의 필요
성이 높은 것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일본 차지차가법 주요 관련 규정 >

제26조(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①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간의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상대방에게 갱신을 하지 않는 다는 취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을 계속하

는 경우에서 건물의 임대인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도 전항과 동일하다.

③ 건물의 전대차가 있는 경우에서는 건물의 전차인이 하는 건물의 사용의 계속을 건물의 임차인이 

하는 건물의 사용계속으로 보고,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의 요건)

건물의 임대인에 의한 제26조 1항의 통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의 해약신청은 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

인(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외에 건물의 임대

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 및 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조건 또는 

건물의 명도와 상환으로 건물의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한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

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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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정으로 전형적인 것은 스스로 건물에 거주,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이다. 또한 건물의 재건축, 부지의 유효이용(재개발을 하여 부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임대인측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고 있다. 차지
차가법제정의 과정에서 초기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있던 [건물이 있는 지역의 현황]이
라는 문언이 삭제되어 본조가 제정되어, 차지차가법제정의 초기는 건물재건축, 부지의 
유효이용에 관한 사정을 중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의 판례의 동향을 보
면 여전히 건물재건축, 부지의 유효이용이 임대인측의 사정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정당성 심사에서 임대인의 건물사용의 필요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급부의 제공”이나 “종전의 경과”등의 판단기준이 부수적 요인
으로 고려된다.

(1) 거주의 필요성

이 경우에 자기 스스로 사용한다고 함은 반드시 임대인에 관해서 임대 건물을 자기
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最判昭5)27. 10. 7. 민집6권 9호
772쪽]. 임대인의 가족이나  종업원, 또한 임대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사용할 필
요가 있는 경우도 고려된다.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임대인의 거주의 필요성>

(2) 영업의 필요성

5) 最判은 일본최고재판소의 약칭, 高判은 고등법원의 약칭, 地判은 지방법원의 약칭, 昭는 일본연호 소화의 약칭 

소화1년: 서기 1926년, 소화27년: 1952년, 平은 일본연호 평성의 약칭으로 평성 1년(원년):1989년, 평성 20

년:2008년이다. 東京地判平20. 4. 23.은 도쿄지방법원에서 평성20년(2008년)4월23일 선고된 판례임을 표시

한 것이다.

사건번호 임대인이 거주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사유가  인정된 사례

東京地判昭60.2.8

判時1186 号 81頁
  당초부터 임대인이 장래 외국에서 귀국하는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

이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임대료가 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경과”가 중시되고 퇴거료의 제공 없이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大 阪 地 判 昭

59.11.12.   

判タ 546号 176頁

  딸과 동거하기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을 개조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

물과 일체의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 창고임대차의 해지 신청을 한 경우 퇴거

료 100만엔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당사유가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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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임차인측의 사용목적은 대부분 영업에 있는 반면, 임대인이 순수하게 영
업의 필요성을 이유로 명도 청구를 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임대인 
스스로 영업을 하기 위해 명도를 청구하기보다는, 철거한 다음 빌딩을 재건축하고 일
괄임대하는 (혹은 스스로 임차인을 모집하여 빌딩 경영을 하는) 형태로 변용되는 경우
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임대인의 영업의 필요성(인정 사례)>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임대인의 영업의 필요성(부정 사례)>

(3) 건물재건축의 필요성 및 부지의 유효이용

노후화된 건물을 다시 신축하거나, 안전성이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임대인측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에 포함된다. 다만, 건물의 재건축이 쉽게 정당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노후화, 건축계획의 구체성, 퇴거료 제공의 유
무, 금액 등이 고려대상이고, 임차인측의 필요성도 고려된다.

또한, 건물의 재건축의 필요성을 정당사유의 요인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의 판례에
서는 고액의 퇴거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이때의 재건축계
획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된다(東京地判平20. 4. 23.判タ1284互 229).

사건번호 영업의 필요성이 커서 퇴거료 제공없이 정당사유 인정된 사례

東京地判平5.7.20

判タ 862号 271頁

  임대인의 사용의 필요성이 훨씬 크고, 임차인 측이 인근에 알박기를 한

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영업이 적자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거료를 

요구하는 등의 잘못된 태도(종전의 경과)을 고려하여 퇴거료의 제공 없이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임대인의 영업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정당사유 부정된 사례

東京地判平8.7. 

15. 判時  1596号
81頁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인 경영이 잘되지 않는 빵집을 경영하는 슈퍼의 소

유자인 임대인이 슈퍼마켓 내에서 빵을 제조, 판매한다는 계획을 이유로 하

여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정당사유를 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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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재건축의 필요성 등(인정 사례)>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재건축의 필요성 등(부정 사례)>

사건번호 건물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하여 정당사유가  인정된 사례

東京地判平3.11.26.  

判時 144号 128頁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료의 제공 

없이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東京地判昭59. 2.2.  

判タ 527号 119頁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여야 하는 상태에 가까워 행정청으로부터 위험 

권고등을 받고 있고,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한 후 사용에 대하여 급박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퇴거료의 제공에 따라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大阪地判昭59.7. 20  

判タ 537号 169頁
  노후화에 의한 건물개축의 필요성이 긴급하지는 않으나, 조만간 개축이 

필요한 정도인 사안에서 퇴거료의 제공에 의하여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東京地判昭62.1.26.  

判時 1263号 29頁 

  노후화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 등의 관계에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

지 않은 경우에는 입퇴료 1500만엔의 지불과 상환으로 정당사유가 인정된

다.

東京地判平20. 7. 

18. LLI

  구분소유건물에 대해 재건축결의가 있고, [철거일이 확정된 경우, 임차

인 본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고 하는 명도 조항이 있는 임대차에 

관해서 본건 명도조항이 건물재건축결의의 성립 외에 아무런 정당사유 없

이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효이

나, 동 조항은 장래 빌딩의 재건축이 있을 경우 그 때에는 임대인이 본건 

계약을 종료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임차인에게 예고한 것으로서 정당

사유를 구성하는 1요소로 고려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여 퇴거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사유를 인정하였다.

사건번호 건물의 재건축계획이 있더라도 정당사유가 부정된 사례

東京地判平9.2.24.  

判タ 968号 261頁
임대인에게 건물신축을 완성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당사유가 부정

되었다.

東京地判平20.1.18. 

WESTLAW-JAPAN

 재건축의 결의가 성립된 경우 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리는 

사정이 있어 임차인측의 건물의 사용필요성이 높은 것을 이유로 정당사유

는 부정되었다.

원래는 노후화되어 있지 않았고, 신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동산업자임에도 

- 12 -

(4) 부지의 고도유효이용의 필요성

토지의 고도유효이용을 이유로 한 정당사유 소송은 1970년대 ~1980년대 부동산 거
품이 일어나던 시기(이른바 버블기)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의 정당사유에 관
한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들 중에는 정당사유가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정당사유가 인정된 사례의 대부분은 퇴거료의 제공을 요건으로 한 
것이고, 퇴거료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당사유가 인정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
다[예를 들면 東京地判昭61. 2. 28. 判時 1215号 69頁]. 그 유형의 특질은 ①임대인
의 사용의 필요성이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화하여 철거하여야 할 지경에 
가까운 경우이다.

부정한 사안도 몇 건 있다. 이들 사례는 임대인측에서 퇴거료를 제공하고 대체가옥
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사유를 부정하였는데, 이들 사안의 특징은 모두 
임대인의 사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반면 임차인 측의 영업의 필요성이 높아 다른 
토지로 이사를 하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다. 또 대부분의 케이
스에서 부동산업자인 임대인이 구 임대인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여 신소유자가 
된 직후에 명도청구를 한 사안들이다.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재건축의 필요성 등(구체성 관련, 부정 사례)>

東京地判平4.3.26.  

判時 1449号 112頁 불구하고 수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사유가 부정된다.

東京地判平4.9.25.  

判タ 825号 258頁

건물이 상당히 낡았다고 해도  즉시 건물재건축의 필요가 없고, 임대인측

의 관리운영상 문제가 건물 노후화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퇴거료가 낮

은 금액이므로 노후에 의한 재건축의 필요성은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東京地判平20. 12. 

26.WESTLAW-JAPAN

東京高判昭26. 1. 

29. 

임대인이 채무상환과 상속세 납부 등 건물매각에 따른 현금 보유의 필요성

은 일반적으로 정당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건물 재건축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당사유가 부정된 사례

東京地判平元6.19. 

判タ  713号 192頁
임대인은 빌딩 재개발계획사업자이고, 임차인은 십 수년간 본 건물에서 출

판업을 영업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빌딩 건설계획자체가 너무 불확정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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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재건축의 필요성 등(퇴거료 조건, 인정 사례)>

다. 부수적 정당성 판단기준

법문에서 건물사용의 필요성이 정당사유의 주된 판단요소이며, 이외의 사유는 부수
적 판단요소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임대인이 자기 사용의 필요성이 거의 없음에
도 불구하고 부지의 고도의 이용이나 고액의 퇴거료 제공을 이유만으로 정당사유를 
구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요소가 되는 부수적 사
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서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東京高判平5. 12. 

27. 金融法務事情

139号 44頁

임차인은 회계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자사빌딩건축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의 자사 빌딩 건축의 필요

성 및 구체적인 건축계획도 없어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재건축계획이 있고, 퇴거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정당사유 인정되는 사례

東京地判平元7.10.  

判時 1356号 106頁

  신주쿠 상업 지역에 있고 임대료 33만 7,300엔인 본건 목조건물의 임차

인은 인쇄 회사, 지역 밀착 영업을 해 오고 있고, 임대인은 재건축을 계

획, 구체적으로 준비해 건축 허가를 받기에 이른 사안에서 차가권 가격은 

2,500만엔이지만 임차인의 불이익은 단순히 임차권의 상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상실에 따른 영업 손실이 커 임대인이 신청한 2,500만엔의 퇴거료

의 지급으로는 정당 사유를 구비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거료 

6000만엔의 제공으로 정당사유가 인정되었다.

東京高判平2.5.14.  

判タ 729 号 158頁

   임대인이 인근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본건 토지의 명도

를 받고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안은 아니나 ①인

근에서 건물의 고층화가 진행되고 있고(지역의 사정) ②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어 계속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둥 및 벽의 대규모의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건물의 현황)라는 두 개의 부수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인

이 당초 신청하였고, 임차권 가격과 거의 동일한 2억8000만엔 이라는 고액

의 퇴거료의 제공과 상환으로 정당사유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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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에 대한 종전의 경과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에서 고려되는 요인으로서는 

[1] 임대차 관계 설정의 사정, 기초(호의대차인지, 특별한 관계 즉, 고용관계, 친족
관계, 친구 관계, 거래 관계등에 근거한 것인지)

[2] 그 기초한 사정의 변경
[3] 차임이 저렴한지 여부
[4] 계약기간중의 신뢰관계위반행위(임대인에 대하여 괴롭히거나 가벼운 차임연체,

용법위반, 임대차 목적물보수 관리의 불충분, 임대인이 스스로 노후화를 초래한 
경우, 임대인측의 신의에 반한 행위 등)

[5] 설정이후의 기간의 장단
[6] 명도 교섭할 때의 언동
[7] 계약기간 중 권리금과 갱신료 수수의 유무와 액수 
[8] 신소유자인 사정
[9] 차지권을 상실할 가능성
[10] 임대차의 형태-세를 놓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건물의 이용현황 -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부지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갱신거절
과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건물의 이용현황은 건물의 이용의 방법이 당해건물의 구조, 규모 등에 비추어 효율
적이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은 경우 및 건물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견고한 건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4채가 연속하여 있는 건물의 중앙 2채에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 자체

로는 붕괴의 위험성이 없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도 연쇄 붕괴할 우려가 있
는 경우

[3] 임차 건물이 격식 있는 신사의 경내에 있는데 철판을 끼워 미관이 초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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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 동종의건물의 상황. 예를 들면 주변의 건물의 거주자가 이미 명도청구에 
응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이외의 거주자 사이에서 명도 교섭이 잘되지 않아 
임대차를 계속하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

[5] 건물의 노후화 자체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6] 수익성 및 이용상황으로 미루어 건물의 유효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

물의 이용효율이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토지가격
에 비하여 건물수익이 낮은 경우 

[7] 지역성과 관련하여 부지의 유효이용이 필요한 경우-재개발, 재건축 등 주변 부
지의 개발사업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재건축의 필요성 등(지역성 고려, 인정 사례)>

사건번호
지역성에 기초한 재개발이 있고, 퇴거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정당사유 인정되는 사례

東京地判昭 61. 5. 

28. 

判時 1233号 85頁

JR신바시 역앞에 있는 도심의 요충지 역 본건 5층 건물이 있고, 임대료 20

만엔, 임차인은 중화요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안에서 도심의 요충지 역

전은 고도의 재개발이 바람직한 지역에 해당하고, 퇴거료 3억4000만엔의 

지급을 상환으로 하여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東京地判平元.3.30. 

判時 1306号 38頁

1. 사실관계

본래 건물주와의 사이에서 건물퇴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난 후에 건물을 취

득한 항소인(원고)이 해당지역에서 면허를 취득한 임차 건물에서 주류 판

매업을 운영해온 피항소인(피고)에게 ①본사 건물 건축의 필요성에 의한 

자체 사용, ②건물 노후화, ③ 건물 소재 지역이 구의 재개발 계획 구역으

로 정해져 고층 빌딩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1억 5천만엔이상

(혹은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해당건물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판시의 요지

건물은 물리적으로 10년이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법률규정에 따르면 

사용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노후한 점, 임대차 목적물(임대료 3만1200엔)을 

철거하여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구 및 지역주민의 전체적이 의견으로 간

주해야 하고, 주변지역의 재개발일환이며,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하여 퇴거

료 1억6000만엔의 지급을 조건으로 정당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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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현황(노후도 등)

건물의 현황은 건물자체의 물리적 상황으로 건물재건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건물이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다는 상황(건물을 가까운 장래
에 철거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든지 혹은 대수선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건
물이 토지 이용관계에서 존립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사정도 이에 포함한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썩어서 허물어져 건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임대차는 목적물의 멸실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最判昭 32. 12. 3. 民集11卷 13号 
2018頁]. 노후화되어 멸실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후화, 기능의 진부
화 등에 의한 철거, 개축의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갱신거절의 정당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재건축의 필요성 등(노후화 고려, 인정 사례)>

<일본의 주요 판례 요지 : 재건축의 필요성 등(노후화 관련, 부정사례 등)>

사건번호 노후화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당사유 인정된 사례

最判昭 35. 4. 26. 

判タ105 号 51頁

임대가옥의 파손 내지 노후화의 정도가 심히 멸실에 가까운 경우에는 임대

인 가옥의 소유자는 그 가옥의 효용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대수선, 개축 

등에 의해 가능한 그 효용기간의 연장을 꾀하는 것 또는 가옥의 자연적 노

후화 및 멸실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가 있기 이전에 의사표시로 이를 종료

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필요성이 임차인이 가진 이익에 비교형량하여서

도 나은 경우에는 정당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건물의 사용연한, 노후원인에 비추어 정당사유를 부정하거나 퇴거료 

지급과 상환으로 정당사유 인정한 사례

東京地判昭 54. 12. 

14.  

判時  967号 88頁
  어느 정도 노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에는 반드시 정당사유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東京地判昭 55. 6. 

30.  

判タ 431号 117頁

  이미 노후화되어 멸실에 근접한 상태에 있으나 건물으로서의 효용을 상

실하기까지 5년이 남았고, 이전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생활적, 경제적인 

불이익이 크다고 하여 정당사유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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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地判平 22. 9. 

30. WESTLAW-JAPAN

  건물 재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필요한 조치가 이

루어 질 수 없도록 3층이 증축되었고, 지상층의 벽이나 기둥 등이 일부 제

거되었다는 것에 기인한 경우이고, 임차인에 의한 본건 임대차 목적의 사

용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본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을 인

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東京地判平4.9. 25.  

判タ 825 号 258頁

1. 사실관계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양과자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있던 피고에 대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후 건물의 노

후화에 의한 재건축 필요성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며 갱신거절을 통고하

고,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사안이다.

2. 판시의 요지 

 ①건물이 건축후 20년 이상 경과한 탓에 어느 정도 노후한 것은 인정이 

되나, 임대인이 임대 목적의 건물을 일상적으로 관리해 오지 않은 것이 노

후화의 원인 중의 하나일 경우 노후화를 이유로 삼아 재건축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② 정당한 사유를 보완하는 퇴거료 500만엔으

로는 임차인의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서도 충분하지 않으며, ③법정갱신의 

경우에도 이전의 계약에서 약정한 갱신요금의 지불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

에는 갱신요금의 지불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지불체납은 신의

를 위반한 것이 되어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약정갱신요금의 금

액이 관행보다 현저히 높은 10개월분에 달하는 것은 적정한 갱신요금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갱신요금의 지불체납은 신의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다. 

  즉, 건물이 상당히 낡았다고 해도  즉시 건물재건축의 필요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건물 노후화의 원인이 되

었을 경우에는 퇴거료가 낮은 금액이므로, 노후에 의한 재건축의 필요성은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東京高判平4.7. 16.  

判タ 779号 272頁

  임대인에게 건물은 그 부지의 유효이용의 필요성은 없으나 건물의 상황

에 비추어 본건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흠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메이지 37, 38년(1904년, 

1905년)경에 건축해 뚜렷하게 노후화 된 건물에 있어서 퇴거료 1500만엔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정당사유를 긍정하고 있다.

東京地判平 22. 7. 

21. WESTLAW-JAPAN

   1963년 12월 건축된 미나토구의 호랑이 문, 12층의 사무소 건물의 명도

소송에서 내진성능판정가 IS(구조내진 지표), 2006년 1월 25일 국토해양성 

고시 184호에 따르면 IS가가 0.6이상인 경우는 내진에 대하여 붕괴 또는 

붕괴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상기 고시의 별표 6 ((2) 지진의 진

동 미 충격에 대하여 붕괴 또는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에 해당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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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간을 정한 건물임대차의 경우(정기 건물임대차)

(1)  일본 차지차가법의 규정 및 취지

일본의 경우 보통 건물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되어서도,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종료하지 않는다(26조 1항). 또한, 갱신 거절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당 사유가 없

안전성의 문제를 이유로  퇴거료 4026만엔의 지불과 상환으로 하여 정당사

유를 긍정하였다. 

< 일본 차지차가법 주요 관련 규정 >

 제38조(정기 건물 임대차) 

1.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물 임대차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증서에 의하는 등 서면에 의해 계약을 하

는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갱신이 없다는 의사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임대차를 하고자 할 때는 건물 임대인은 미리 건물 임차인에 대해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임대차는 계약 갱신이 없이 기간의 만료에 의해 해당 건물의 임대차는 종

료하는 것에 대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3. 건물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갱신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임대차에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인은 기간의 만료 

1년 전부터 6월 전까지(이하 본 항에서는 "통지 기간"이라 한다.)에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기간의 

만료에 의한 건물의 임대차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종료를 건물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건물 임대인이 통지 기간 경과 후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그 통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통지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의 임대차[바닥 면적(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차의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 미터 미만의 건물에 관련된 것에 한함]에

서 전근, 요양, 친족의 간호 기타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자기 생활의 근거

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는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임대차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건물의 임대차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월을 경과함에 따라 종료한다. 

6. 전 2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건물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된다.

7. 제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의 개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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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계약은 갱신(법정 갱신)되고, 특약에 의하여도 정당 사유 법칙을 배제할 수 없다
(28조, 정당사유법칙, 30조). 이에 대하여 본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 갱신이 없다
는 조항에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다(이하, 계약 갱신이 없다는 조항을 "갱신 부정 조
항"라고 한다). 본조에 따라 갱신 부정 조항을 정한 건물 임대차를 ‘정기건물임대차’라
고 한다.

정기건물임대차 이외의 임대차(보통 건물 임대차)은 기간이 만료되어서도 그것만으
로는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으나, 정기 건물 임대차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가 있
었는지 아닌지, 정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확정적
으로 계약이 끝나는 임대차이다(본 조는 평성 11년 12월 법 개정에 의해 정해진 규정
으로 평성 12년 3월에 시행되고 있다).

즉, 일본 차지차가법은 임차인 존속보호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약정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고, 종료에 앞서 갱
신거절의 정당성 내지 해제신청의 정당성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의 법익균형을 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기건물임대차계약의 성립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정기건물임대차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건물임대차로 
보아 계약종료에 앞서 정당성 심사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2) 정기건물임대차의 성립요건

① 서면 계약 
② 기간 규정이 있음 
③ 갱신 부정 조항(갱신이 없다는 것을 합의) 
④ 사전 설명(갱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 

(3) 보통 건물임대차와 정기건물임대차의 비교

일본에서 보통 건물임대차와 정기건물임대차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2> 일본법상 보통건물임대차와 정기건물임대차의 비교

보통 건물 임대차 정기건물임대차

갱신 있음
없음(차지차가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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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임대차기간 존속보장제도

가. 프랑스의 상가임대차 개요

프랑스의 상가임대차법제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상업, 산업 또는 가내수공업 용도 
건물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관계를 규정한 1953년 
9월 30일자 법률 제53-960호” (이하 “상가임대차법령”이라 한다)이다. 상가임대차에
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려면 안정적인 임대차 
기간의 보장이 중요한데, 프랑스에서는 일정 기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면서 임대인
의 갱신거절에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업소유권(la proprite commerciale)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상인이 소
유한 영업권을 일종의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점포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
길 때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면에서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다른 구조
다. 영업소유권은 고객망 등의 구축 등 임차인이 일궈놓은 경영재산의 총체이지만 임
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가액
을 배상해야 한다. 즉,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되, 
그 경우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영업재산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상가임대차법령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9년 이하로 할 수 없게 하여 
장기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은 상반되는 협약이 없는 한 3년 주
기의 기간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계약에서 빠지길 
원할 때, 특별히 기간 계속중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상
가임대차법령 제3-1조). 9년의 임대차 기간 보장은 영업권이 운용되는 모든 임대차계
약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다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전 서면에 의한 사전 

설명

법률상 필요하다고는 하지 

않음

필요(차지차가법 

제38조 제2항)

기간만료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의 통지

1년전부터 6월 이전의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차지차가법 

제26조 제1항)

1년전부터 6월 전 

통지가 없으면 

임차인에 대항불가

(차지차가법 제38조 제4항)

계약기간내 해지, 해제의 

법률규정
없음

있음 

(차지차가법 제38조 제5항)

임대료를 향후 감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무효(차지차가법 제32조 

제1항)

유효

(차지차가법 제38조 제7항)



- 21 -

우선 임대차 기간이 단기인 임대차이다. 프랑스에서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하
여 상가임대차법령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3-2조(1965
년 5월 12일자 L. 제65-356호 제4조)}. 하지만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그대로 점
유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묵시의 갱신과 같이 기간이 연장되어 이 법령이 적
용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임차목적물
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하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법령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갱신거절시 퇴거료 보상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작용
으로 이 규정은 2년의 최소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2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 연
속적 체결을 금지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할 당시 당사자는 2년 미만
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령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
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점포를 그대로 점유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마치 묵시
의 갱신과 같이 갱신되어 동 법령을 적용하게 하였다{상가임대차법령 제3-2조(1965년 
5월 12일자 L. 제65-356호 제4조)}. 다음으로 ‘계절성 임대차’의 경우, 즉 1년에 몇 
개월의 단위로 목적물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법령에는 이러
한 계절에 따른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사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3-2조(1965년 5월 12일자 L. 제65-356호 제4조)}.

나. 임대차의 계약갱신과 거절

프랑스에서는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이다. 다만 계약의 갱신
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차인은 영업장소의 변경을 초래하고 임차인
이 일궈놓은 고객망 등의 영업권 손실로 이어져서 불공평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프랑스에서는 갱신거절자유의 원칙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액의 퇴거보상을 함
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높은 퇴거료 보상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상 갱신을 강제하는 기능을 행하여 왔다고 한다.6) 

임차인이 갱신에 관한 권리를 가지려면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영업을 하여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영업재산을 양수하였다면 전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 판례에 따르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최초의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 그가 종전임차인의 활동
과 비교하여 완전히 다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7) 

6) 오정렬, “영업용 건물의 임차권 보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9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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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갱신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청구에 의
하여 발생하고 쌍방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는 묵시의 갱신
에 의하여 기간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며 그 경우는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된다. 계약의 
갱신 및 해지신청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이 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할 경우가 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통
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은 계약해제 효력에 의해서 종료된다(상가임대차법령 제5조 
(1965년 5월 12일자 L. 제65-356호 제5조)). 통지는 재판외의 송달행위 예컨대, 내용
증명 등의 방식을 통해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한 통지서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대차 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요구는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계약해지로부터 2년 전에 법원에 제
소하여야 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ⅱ)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
은 계약만료 6개월 이전이나, 필요한 경우 계약연장 중 어느 때나 계약갱신을 요구하
여야 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임대인 또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관리인에
게 재판이외의 송달행위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그들 중의 한 
명에게 전달된 계약갱신 요구는 상반되는 약정조항 또는 통지가 없으면 모두에게 적
용된다. 

계약갱신 요구를 통지한지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
한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 기한 이내
에 임대인의 의사를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전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상가임대차법령 제6조 (1953년 12월 31일자 L. 제53-1346호)).

ⅲ)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을 원하면 그가 제안하는 임대료를 통지하
여야 하며 임차인이 증액된 임대료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는 갱신된다(상가임대
차법령 제6-1조 (1972년 7월 3일자 D. 제72-561호 제1조)).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 승낙은 신 임대차를 발생시키는데 그 조건은 원칙적으로 만료한 임대차와 동일하
여 기간은 9년 이상으로 된다. 갱신된 계약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속 중인 임대차의 
3년마다 차임변경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는 자유
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절차
가 진행되며 임대인의 갱신청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Th. MASSART, Droit commercial, op. cit., n° 849, p. 361. ; 상가임차인 영업보호 선진입법례, 2014, 109

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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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의 임대차기간 존속보장제도 

가.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와 정기임대차 

영국은 임대차법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판례법 이
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고, 상가임대차의 법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
로 토지의 재산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법(Law of Property)과 개별적인 임대
차에 적용되는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t Act)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임대차법
은 1927년 제정된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8) 상가임대차에 관
하여는 임대차법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927
년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t Act 1927)과 1954년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t Act 1954)과 그 이후의 개정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 9년의 법정최단기간이 있어 계약기간을 제한하였는데, 
이에 비해 영국은 계약기간에 대해 임대차법에서는 하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는 자유
롭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9). 하지만 확정기간을 두는 정기임대차(tenancy for a 
fixed term)의 경우 보통 실무상 10년에서 15년 기간이 일반적이라 한다.10) 확정기
간을 두는 정기임대차란 고정된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인정되는 임대차이다. 즉, 기간
이 만료하면 바로 임대차는 종료하고 기간연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기간제 임대
차(periodic tenancy)는 월, 달, 연 단위의(weekly tenancy, monthly tenancy, 
yearly tenancy) 일정한 주기가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되
어 해지통지가 있기 전에는 영구적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불확정기한 임대차(tenancy at will)와 임대차 종료
된 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속 점유하는 용인 임대차(tenancy at sufferance)도 
있다. 

이상 각 임대차의 종류에 있어서 주된 차이점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지의 여
부이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확정
기간을 두는 정기임대차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갱신통지 
및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없는 임대차도 해지통지로 인하여 해지된다. 따

8) 영국의 임대차에 관한 제정법의 연혁과 내용에 관하여는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 건물 임대차 법제, 1996, 1면 

이하 참조.

9) 다만 구두 임대차에 관하여 1925년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에서 그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하는 하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10) European Real Estate Handbook - A Guide to Doing Business in Europe, p.146; Sandi Murdoch, 

Commercial Leases : Future Directions, p. 93~94. ; 김영두 외1인, 상가임차인 영업보호 선진입법례, 법

무부, 2014, 28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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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해지의 문제는 임대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이다. 가장 일반적인 유
형인 정기임대차를 기준으로 계약의 해지와 계약갱신의 문제를 살펴본다.

나. 임대인의 해지통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는 1954년 임대차법 제25조에서 해지통지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의 종료되는 날짜(the date of termination)를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종료일에서 
6개월 내지 12개월 안에 발송을 하여야 하며 본 통지서 발송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할 것인가의 여부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하
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정
당한 사유를 규정한 이 법 제30조에 언급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임차
인이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
지하고 이것을 임대인이 받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
다. 

즉, 제25조는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함에 있어서 절차를 명시하고 해지에 있어서 정
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규정이지만 이 절차에 따를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곧바로 
법원에 신청을 못하고 임차인의 의사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25조는 2003년에 개정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때는 법원에 
직접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인이 임차권의 종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
에 따른 근거가 인정된 경우에 법원은 임차권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제30조에 따르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새로운 임차권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의 임차권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임차인의 신임대차 청구 및 해지통지

임차인이 신 임대차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신 임대
차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은 1년을 초과하는 정기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신규 임대차를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도 임대차의 종료 6
개월 내지 1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그보다 이후에 통지를 하게 되면 현재의 임대차
가 만료되는 시기에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받은 종료의 통지에 의해서 임대
차가 종료된다(1954년 임대차법 제26조 제2항). 임차인의 신 임대차 청구서에는 신규 
임대차에 포함되는 재산(현 임대차에 포함되는 재산 전부나 일부)와 신규 임대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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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기타 신규 임대차 조건에 대해 임차인이 제안서를 명시하
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임차인이 제26조에 따르는 새로운 임대차를 신청하는 것은 기존의 임차권을 소멸시
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조심해야 한다. 새로운 임차권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다. 첫째, 임대인이 제25조에 따라서 임차권 소멸의 통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12개 월 이후의 시점을 새로운 임차권의 시작일로 
정하여 통지를 한다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의 통지를 하는 경
우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둘째, 새로운 임차권의 신청은 임대인이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개발의 계획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권을 반대할 만
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11)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권을 요청한 경우에 임대인은 2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권을 법
원에 신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통지를 임차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에서 임
대인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특정
한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반대의 근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반대의 근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2개
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가 없으면 임차인의 청구에 따른 임대차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임대차법 제3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임차인이 이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는 해약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
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할 제30조가 정하는 사유는 필요가 없다.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할 수도 있는데 확정기간임대차의 경우라도 임차인은 기간종
료 이전에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간종료 
전 3개월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가 계속
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한 통지를 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12)

라. 해지의 정당한 사유와 보상액

임대인이 제25조에 의해 해지통지를 하거나 제26조에 따르는 임차인의 신규 임대
차를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대 근거를 임대인이 충족시
켜야 한다.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현행 임대차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의 위반이 있어서 임차인에

11) 김영두 외1인, 상가임차인 영업보호 선진입법례, 법무부, 2014, 63면.

12)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 건물 임대차 법제, 1996, 18면.

- 26 -

게 신규 임대차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
(b) 임대료 지불의무를 계속적으로 지체하여 임차인에게 신규 임대차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
(c) 그 밖에 임차인이 현행 임대차에 따른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목적물의 이용, 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

(d)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대체가옥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보장할 의사가 있
고, 현행 임대차의 약관이나 기타 관련 정황을 고려할 때 대체가옥의 이용이 
합당하고, 임차인 사업의 성격 및 업종, 보유재산의 상황 및 범위와 보유재산
이 제공하는 시설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 가옥과 시간이 임차인의 요건에 적합
한 경우(영업권 보존의 요건 포함)

(e) 현행 임대차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물의 일부가 전대되어 있고 임대인이 별도 임
대에 따라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해당 목적물 전체의 임대에 
따라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임대료가 현저히 높아 현행 임대차의 해지시 
임대인이 목적물 전체를 임대하거나 그 밖에 이를 처분할 목적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요구하여 임차인에게 신규 임대차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경우,

(f) 임대인이 목적물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실
질적인 건설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이
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g) 현행 임대차의 해지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임대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스스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은 임대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신 임대차를 부여해야 한다. 

5. 독일의 임대차기간 존속보장제도 

가. 개요

독일은 1952년 6월 25일자로 상가임대차법(Geschäftsrammietegesetz)을 제정하여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차별화하였다가 그 후 임대차법의 규율형태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사용임대차의 새로운 편성, 간소화 및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gliederung, Vereinfachung und Reform des Mietrechts vom 19, Juni 
2001, 약칭은 임대차법개정법, Mietrechtsreformrecht이다)에 의하여 민법 중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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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2001. 9. 1.부터 시행하고 있다.13) 현행 임대
차 법체계는 민법에서 주택과 상가를 통일하여 제5절에서 다루고 있지만 주거공간의 
사용임대차관계에 관한 규정을 제2관에서 별도로 두고, 주거목적 이외의 건물에는 주
거에 관한 일부규정을 특별히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독일의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제한조항이 있으나 상가임대차
에 관하여 계약자유, 당사자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체결되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
에 의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차 기간도 주택에 있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속기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나 상가에 있어서는 자유롭
게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규제하는 규정도 주거 이외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독일은 주거용 임대차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을 정하여 임
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기간특정의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ⅰ) 기간만료 후 그 공간을 자신, 그의 가족
구성원 또는 그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ⅱ) 타당한 
방법으로 그 공간을 제거하거나, 임대차관계가 연장되면 그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만큼 중대한 변경이나 수리를 가하려고 하거나, ⅲ) 그 공간을 임대인의 피고용자
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575조 제1항). 

위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며, 이 경우 임
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73조). 정당한 사유라 함
은 ⅰ) 임차인의 상당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ⅱ) 임대인이 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ⅲ) 임대인이 임대차관계의 연장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를 규정하며 차임인
상을 위한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
정되는 경우에도 ‘가혹조항’이 있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
도 해지가 임차인에게 가혹한 것일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관계의 계속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민법 574조).

나. 계약기간과 해지

상가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존속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한 임
대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임대차는 종료하며, 이 경우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다만 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독일

13) 양창수, “독일의 새로운 임대차법”, 「법학」 제43권 제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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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대차에 있어서 최단기간의 제한 없이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에 의해 맡기고 있으
며 다만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30년을 넘는 기간을 
체결된 경우, 30년이 경과한 이후 법정기간을 두고 특별해지를 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544조). 원칙적으로 방식의 제한도 없으나 1년을 넘는 기간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
약은 서면으로 할 겻을 요하며 서면방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대한 약정만 무
효가 되어 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성립된다(독일민법 제550조). 만약 계약갱신 
없이 임차인이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사용을 계속한 시점에서 2주내에 임대인은 사용
계속을 안 날부터 2주 내에 상대방에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
적으로 갱신된다(독일민법 제545조).

또한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기간의 약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이를 ‘계약의 일반해지’라고 한다(독일민법 제542조 
제1항). 일반해지는 일반적으로 해지기간이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차
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누구도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간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다.14)

한편, 민법은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즉
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543조 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사례별로 당사
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임대차관계를 해지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존속시키는 것
이 기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특별해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한다. ⅰ) 임대인이 목적물을 적시에 허용하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된 때, ⅱ)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목적물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권한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이전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때, ⅲ) 임차인이 2기 연속하여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2기가 넘는 기간 내에 2
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6. 장기임대차 존속제도가 주는 시사점 

가. 장기임대차를 지향하는 임대차법제

 우리 상가임대차법은 법정 임대차보장기간이 5년으로 단기이고, 그 마저 지금까지

14) Brox/Walker, Besonderes Schuldrecht, 30. Aufl., C.H. Beck 2005, S. 177; 장민 외 1인, 임대차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2009, 법무부, 135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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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대인이 재건축, 개축 등의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만 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다 
보니 서울시 통계자료에서 나오듯이 평균 1.7년의 매우 단기의 상가임대차가 관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단기임대차는 상가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어렵게 하고, 투하
된 자본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120만 상가임차인들에게 커다란 재산적 손실을 안
겨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기재로 작동해 왔다. 정부가 2014. 9. 23. 자영업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서구유럽국가의 대부분 장기임대차를 유도하는 법제를 운영
하고 있고, 분쟁조정의 방향도 장기임대차를 전제로 임대료 조정을 통해 임대인의 투
자이익 확보와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기임대차를 유도하는 기본적
인 장치는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보고, 법정갱신 내
지 자동갱신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임대인의 갱신거
절 내지 계약해지가 정당한 경우에만 임대차의 종료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기간의 
상한을 두는 경우에도 프랑스의 예처럼 9년으로 우리의 5년에 비하면 훨씬 장기의 법
정갱신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9년의 법정갱신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퇴거료 
보상제도 등을 통하여 임대차를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부담을 가지도록 하
여 장기임대차를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
고, 갱신거절의 정당성 심사의 보충적 요건으로 금전의 지급여부가 검토되어 고액의 
금전 보상을 조건 또는 상환으로 하는 경우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
다. 결국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액의 퇴거료(입퇴료)를 지
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기회 박탈로 손실 및 투하자본의 회수 기회 박탈로 인한 손
실을 축소시킨다. 또한 일본에서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로 재건축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거절사유의 정당성 심사에서 고액의 퇴거료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갱신거절의 정
당성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의 손실을 최대한 축소
하는 방향으로 그 이익이 조정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한다. 
다만 임차인은 이와 상반되는 약정이 없는 한 3년 주기로 기간만료일에 임대차 계약
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거절시 고액의 금전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
어 사실상 갱신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임대차 계약에 최단기간의 규정은 없으나 확정기한부 임대차의 경우 
에도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주기적 임대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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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해지 통지 전에는 영구적으로 임대차가 존속한다. 임대인은 6가지 사유로 갱
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갱신거절사유는 총 여섯 가지로 임차인의 수선의무 위반, 차
임연체, 중대한 의무 위반 외에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하
는 세 가지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고액의 금전보상을 임차인에
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는 ① 임차인이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전
체의 임대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 ② 재건축 등을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임대인 스스로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영국에서 금전보상을 하고 있는 
사유 중 “재건축을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상거건물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1항 단서 제7호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심사를 통한 임대인의 이익과 법익교량 

 임대차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임대차관계의 법적안정성 추구가 중요한 상가임대차 
법제의 목표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권 내지 사업권의 보호 또한 임대차법제가 지
향해야 할 중요한 법익이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상가임대차법제는 임대인의 이
익과 장기임대차의 공익적 목적을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법익교량을 통
한 두 기본권의 조화를 임대차 갱신거절의 정당성 심사를 통해서 달성하고 하고 있
다. 

일본은 정기건물임대차 계약을 제외하고는 건물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
는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약신청을 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갱신거절 
내지는 해약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당성 심사의 기본적 판단기준
으로 차지차가법에서는 명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고려되고, 부수적 판단기준으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노후도 등)이, 보충적 판단기준으로 건물의 명도의 조건 또는 동시이
행으로서의 건물의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재산상 급부(퇴거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
적 판단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수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보충적 판단기준인 재산상 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그 정
당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견된다. 특히, 임대인이 개발이익 취득(부지의 유효
이용형)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다수의 판례에서 임차인
에게 고액의 퇴거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동시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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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대차 갱신 또는 연장 거절에 관한 정당성 심사제도는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법 이전이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당성 심사의 법리는 
판례를 통하여 법리로 발달해 오다 이를 차지차가법에 입법화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
면 우리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리를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 갱신거절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
우와 같이 정당성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임대
인의 이익과 임차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교량하는 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한 원
인이 건물의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
우 건물의 건축연도 외에 이후 사용용도 및 점유 회복이후 건물 공사를 할 것인지 여
부, 그 공사의 시기 및 소요기간, 공사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 발급 여부, 발급 허가의 
종류, 건물의 내구 연한, 다른 임차인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총 임대차 
기간, 임차인의 투자 비용, 대체목적물의 수급가능성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갱신거절사유로 보아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과 임차인의 존속보장을 조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전보상의 지급을 조건 또는 상환으로 한 계약종료의 판단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재산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투하 자본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
어 양당사자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일본은 갱신거절의 정당성 심사에 있
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료를 지불할 것인지 여부와 그 액수를 중대한 심사요
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고액의 퇴거료가 지급되는 경우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갱신거절에 따른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권 양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
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의한 갱신거절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전보상을 해주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임차인이 일정부분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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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대차의 갱신 또는 연장 시 임대료 조정제도

1.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과 임대료

임대차계약의 갱신(renewal)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어서, 갱신시 원칙적으로 임대료 등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
대차계약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전의 임대차기간 2-3년이 경과한 후 임대차계
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면 종전 임대료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조세, 공과금 등 부
담의 증가나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 여러 경제적 사정 등 그 동안의 사정변경을 반영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장기임대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의 임대차에
서는 사정변경에 따라 차임증감 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민법 제628조는 “임대목
적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위 민법이나 상가임대차법 규정은 공과부담, 경제사정의 변동 등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사례만을 열거할 뿐 구체적인 차임증감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임
대차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의 세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의 임대료 조정에 관한 상가임
대차 분쟁조정기준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조정기준으로 (ⅰ) 토지 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
의 증감, (ⅱ) 토지건물의 가격상승 저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ⅲ) 근방 동종 건물
임대료와의 비교 (ⅳ) 기타 사정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구체적인 평가는 “부동산감
정평가기준”상의 지속적인 임대료(부동산의 임대차 등의 계속에 관해 특정 당사자간
에 성립한 경제가치를 적정하게 표시한 임대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ⅰ) 차
액배분법 (ⅱ) 이율법 (ⅲ) 슬라이드법 (ⅳ) 임대사례비교법의 4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상가임대차법에서도 ⅰ) 해당 임대건물의 특성 ⅱ) 임대건물의 용도 
ⅲ) 당사자들의 개별 의무사항 ⅳ) 임대건물의 상업적 요인 ⅴ) 인근의 통상적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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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가임대차법령 제23조), 각 기준마다 상세한 검토
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편에서는 이러한 일본과 프랑스 상가임대차법제상의 임
대차 갱신 시의 임대료 조정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임대차갱신 시 임대료조정 제도

가. 일본 차지차가법의 규정 및 취지

일본에서 임대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에는 ‘지대
가임 통제령’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
다15).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합의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에 구속되게 된다. 그러나 건
물의 임대차는 법률관계가 계속적이라는 특색이 있어 계약이 장기화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시간의 경과되면서 물가와 조세 등 사회경제사정은 변동되어 일단 합의
된 임대료도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해 상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

15) 지대가임통제령은 소화61년 12월 폐지되었다. 

< 일본 차지차가법 주요 관련 규정 >

 제32조(차임증감청구권)

① 건물의 차임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가격 상승 

내지 저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또는 주변 동종의 건물의 차임과 비교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장래의 건물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건물의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건물차임의 증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자는 증액이 

정당하다는 재판이 확정될 때 상당하다고 인정된 건물의 차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판결

이 확정된 경우 이미 지불한 액수가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연1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붙

여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건물차임의 감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자는 감액이 

정당하다는 재판이 확정될 때 상당하다고 인정된 건물의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

이 확정된 경우 이미 지불받은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차임의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연1할의 비율로 수령한 때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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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항은 사회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을 위해 임대료가 이미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당사자에게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東京地裁平22.10.29甲은 증액청구가 반복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東京地判平21.2.12.는 도쿄도 주택공급공사의 임대료증액청구권의 행사(지방주택
공급공사법 시행규칙16조)가 소비자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적용범위 

(1) 공익비, 관리비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임대차에서 계약상 임대료 외에 공익비라는 명칭의 금전 지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나 법적으로 보면 ① 공용부분의 유지 및 관
리를 위한 필요 경비를 전용부분에 따라 안분하여 실비정산하는 취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② 제2의 차임으로 징수하는 경우 ③ 공용부분 필요경비의 의미와 제2의 차임의 
의미를 병존하여 징수하는 경우 3가지가 있다(東京地判平22. 12. 7.)16)

또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관리비는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
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구분소유 건물이 아닌 임대차에서 차임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익비, 관리비에 대하여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익비와 관
리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익비 및 관리비에 포함되어
야하는 비목, 적산방법, 부담비율 등이 임대료와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라면 관리비 증
감청구는 부정되고, 임대료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임대료증감청구권이 긍정된다. 

공익비, 관리비 증감 청구가 부정된 판결로는 東京地判平18. 10. 25,  東京地判平
18. 3. 27,  東京地判平18. 2. 6,  東京地判平17. 3. 29,  東京地判平8. 11. 19, 등
이 있다. 한편, 긍정된 판결로는 東京地判平20. 2. 18, 東京地判平19. 8. 27, 東京地
判平17. 10. 31,  東京地判平11. 6. 30,  東京地判平3. 6. 24. 등이 있다. 

(2) 수수료 매장에 적용여부

16) 일본 민법 제611조는 임대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리 임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민법 

제61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용수익이 불완전하게 된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東京地判平 23. 6. 21. 민법 제611조 내지 제611조 유추에 의한 감액 청구는 본

조에 의한 감액 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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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의 임대료는 수수료매장과 같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다.17) 
즉, 매출액과 연동하여 차임이 정해지는 방법을 말한다. 매출비율에 따른 방법에는 임
대료 전액을 매출액에 연계하는 완전매출비율차임제와 임대료의 일부를 고정해 두고 
그 외의 부분을 매출액에 연계시키는 병용형차임제가 있다. 이와 같이 판매율에 따라 
임대료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最判昭46.10.14、広島
地判平 19.7.30).

横浜地判平19.3.30 사안에서는 대규모 백화점의 임대료에 대하여 백화점 건물 이용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백화점의 
공동사업적인 측면이 있어 이러한 측면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성질과 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임대료증감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완전 매출비율차임제를 병용형 차임제로 변경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広島地判平19. 7. 30.).

(3) 사용개시 전의 임대료증감청구 여부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인도(사용수익개시)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사
이에 사회경제상황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계약체결 후 인도 전에 임대료 증감이 청구되어 그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일
본 최고재판소는 “차지차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임대
차 계약에 기초한 건물의 사용수익이 시작된 후에 임대료 액수가 동항 소정의 경제사
정의 변동 또는 근방 동종의 건물차임의 액수에 비교하여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장래에 향하여 차임의 증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수익의 개시 이전에 위 규정에 따라 임대료의 증감을 요구할 수
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여 인도전의 임대료 증감청구를 부인한 사
례가 있다(最判平15.10.21乙).

다. 임대료증감청구의 요건

(1) 임대료증감청구의 판단 요소

차임증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합의된 임대료가 그 후에 경제사정의 변동 

17) 수수료매장이란 매장매출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정해지는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매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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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차임이 상당하지 않
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차임증감은 청구할 수 없다{東京地判平20.10.17、 東京地判平
22.7.9、東京地判平23.2.24甲、東京地判平23. 5. .20、広島地判平22 4. 22. (이상 증
액청구)、千葉地判平20.5.26、東京地判平22.1.22乙、東京地判平21.11.27乙、東京地
判 平22.10.20、東京地判平24. 2. 20 (이상 감액청구)}.

한편, 이와 관련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위한 요소는, 조문상
(ⅰ) 토지 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ⅱ) 토지건물의 가격상승 저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ⅲ) 근방 동종 건물임대료와의 비교
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에 국한 되지 않고 
(ⅳ)기타 사정
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에 관한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京地判平4. 3. 16의 경우는 건물임대료증액 청구에서 상당한 임대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인이 지출한 건물개장공사비용이 고려되었다. 
또한 개인적인 특수사정이 고려된 판례로는 東京高判平18.11.30、東京地判平

19.9.26 가 있다.
東京高判平18.11.30.에서는 개인적인 특수사정에 따라 임대료가 저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임대차에서 특수사정이 소멸되었으나 즉시 차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원심결정이 유지되었다. 

東京地判平19.9.26.에서는 센다이 시내 대형슈퍼마켓의 임대료 감액청구에서 “임차
인이 본소 임대료 감액청구에서 임대인의 합리적 기업경영을 훼손하지 않고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임차인의 경영 재건 때문에 임대인의 합리적 기업 경영을 훼손하
는 결과가 초래되어도 어찔할 수 없다고 까지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임대료가 상당
하지 않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부정되었다. 

東京地判平21.1.27.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예정하여 임대가 모두 되는 것을 
보증하여 임대료가 책정되었으나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료감액청구가 
있은 사안에서 임대가 모두 되는 것을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적정차임이 산
정되었다. 

한편, 비용의 지출과 주관적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다. 
東京地判平15.8.25.는 임차인의 건물개축비용이나 임대인의 수지상황 등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大阪地判平元.12.25는 임차인이 
건물 수선비를 지출한 것이 증액청구에서 고려해야 마땅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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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차임과 시세차임의 차이가 있더라고 그것만으로 즉시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도 다수 있다(東京地判平20.1.23、東京地
判平21.7.31乙、東京地判平22.10.20、広島地判平22.4.22).

広島地判平22.4.22.는 “임대료증감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뒤 약정 차임의 전
제가 되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할 수 있고 임대료 결정의 이전부터 임대
료가 이미 상당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료증감청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만일 종전의 임대료가 이미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저액의 차임으로 임차인을 유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게 한 뒤 임대료를 증액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예기치 못한 임대료를 지급하게 하
고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지급받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임대료를 정할 때 같은 빌딩과 아파트 중 다른 구역의 임대료와 비교하는 것도 있
지만 단지 다른 구획과의 차임의 불균형만을 이유로 임대료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이
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地判平19.7.26 甲). 한편, 같은 건물이나 아파트 내의 
다른 구역과의 비교가 증감청구에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 부인되지 않는다(大阪
高判平20.4.30).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액에서 현저히 괴
리가 있는 경우에만 증감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으나, 東京地判平
19.7.26乙에서는 감정상으로도 현 임대료의 약 3.3%밖에 낮추어 지지 않아 임대료 
감액청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료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東京地判平 22.12.7 임대료가 현저히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임대료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임대차에서 아직 임대료가 현저히 상당하
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액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의 시점

임대료증감청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혹은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임대료가 
결정된 후 임대료 결정의 전제가 되는 사정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종전의 
최종합의시점이 언제인지는 증감청구의 판단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종합의는 증액 또는 감액에 따라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아
니며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다시 임대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종전 임대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된다(東京地判平22.8.25).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임대료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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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을 뿐이라면 최종합의시점으로 볼 수 없다(東京地裁平23. 5.18).
임대료증감청구의 당부 및 임대료가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임대료자동개정특약

이 존재하는 경우 특약에 의한 개정일의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그 날 이후의 사정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지 혹은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최근 합의임대료를 바탕으로 이후의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임대료 자동증액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최근 
합의임대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最判平20.2.29). 이 판결에서 일본 최
고재판소는 “임대료 감액청구 당부 및 임대료가 상당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특약
에 구속되지 않고 제반사정의 하나로 특약의 존재나 특약이 정해지게 된 경위등이 고
려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특약에 의해 증액된 임대료는 본건 임대차 계약체결시 장래
의 경제사정등의 예측에 근거하는 것이며 자동 증액시의 경제사정등 상당한 순임대료
로 당사자가 현실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청구의 당부 및 임대료가 상당하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되는 최근의 합의 임대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일정기간 경과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일단 임대료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경과하
지 않으면 증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합의 후 일정기간 경과
가 증감청구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最判平3.11.29). 最判昭36.11.7乙은 임대료 증
액 8개월 후의 증액 청구, 東京地判平23.4. 27.은 이전의 감액청구로부터 1년 2개월 
후의 감액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가장 적정한 지속임대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임대료를 정하는 경우와는 다르므
로 당사자간 합의된 임대료에 일정정도 구속이 되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부터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현행 차임이 계약시의 사정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에 결정된 이
상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규 임대차 사례에서의 임대료와 차
이가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현행임대료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東京地判平23.1.18.은 계약 체결후 2개월 반 후의 감액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본건 임대차 계약 체결이후 불과 2개월 반 후에 본건 감액 청구를 하였는데 차지차가
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대료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행 임대료를 합의
한 때부터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나 차임이 상당하지않은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감액을 부인하였다.

임대료 감액청구 소송에서 소송상의 화해를 한 당사자가 5개월 후에 다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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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東京地判平 13. 2. 26.乙).

라. 임대료증감청구 행사의 효과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증감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
대료가 상당한 액수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효과가 생긴다(最判昭 45. 6. 4. 最判昭 
32. 9. 3.). 

最判昭 32. 9. 3.은 구 차지차가법에서 임대료 증액 청구에 대하여 “차치차가법 제
7조에 의해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임대료 증
감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후 임대료는 상당액으로 증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증감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당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이는 이미 증감의 청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  증감의 범위
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액 청구는 청구시기 이후 재판에 의해 인정된 
범위에서 그 효력이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大審院昭和7年1月13日判
決). 또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필요
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증감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당한 임
대료의 전액에 대하여 임대료 지불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당연히 이행 지체
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大審院昭和17年11月13日判決).”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임대료의 증감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과거로 소급하여 증감을 청
구할 수는 없다. 

(1) 권리행사 후의 취급

임대료 증감 청구의 상당액(적정액)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정
해지게 된다. 상당액(적정액)이 얼마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지만 법원이 자
료를 수집하여 판단을 내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증액청구가 있는 경우, 혹은 
감액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각 본조는 2항과 3항에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차
임을 어떻게 다룰지 혹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단계에서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를 정하고 있다. 

(2) 증액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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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증액을 정당화하는 재판의 확정시 까지 
상당액이라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불하면 족하다(제2항). 잠정적으로 임차인은 서로 적
절하다고 판단하는 차임을 지불하여 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여
겨진다. 그 후 법원에 의해 ①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료가 상당액이라고 인정되면 지
불한 임대료가 최종적인 임대료로 확정되고, ②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료가 상당한 금
액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된 인정액과의 차액에 대하
여 연 1할의 이자 지불의무를 지게 된다. 확정한 액수가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초과 금액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지지만 이 경우에 반환
해야 할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할이 아니라 민사 법정 이율이다. 

임차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족하지만 그 금액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된다(토지의 임대차에 관한  最判平
8. 7. 12. 참조). 장기간에 걸쳐 현저히 저액인 임대료를 공탁하고 있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된다면 임대료미지급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横
浜地判平元. 9.25.).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을 상당액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종전의 임
대료가 매우 합당하고 임대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감액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의 임대료에 대해 공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탁은 법에 정해진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료증액청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탁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고 임차인이 그 후 종전의 임대
료와 동액의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이것이 유효한 변제 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
결이 東京地判平21. 1. 28 乙이다. 이 판결에서는 “일본 민법 제494조 전단 소정의 
이른바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변제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 
채무자가 공탁에 따라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본건 공탁에 대하여 채권자인 임
대인이 차임 등의 수령 거부 또는 수령불능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는 않으므로 본
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한 경우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서는 공탁이 되는 케이스
도 있다(東京高判昭61. 1. 29, 東京地判平5. 4. 20. 등).

(3) 감액청구의 경우

임차인이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감액 재판의 확정시까지 상당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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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3항). 
이 경우 차임지급청구권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발생한 권리(형성권)가 아니라 임

차인으로부터 차임감액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써 
그 청구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임대료와 동액이다(東京地判平10. 5. 
29).

그 후 법원에 의해
① 임대인의 청구액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이 청구한 임대료가 최종적인 

임대료로  확정되고
② 임대인이 청구한 액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수령한 임대료 

중 초과액과 초과액에 대한 연 1할의 이자 지불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임대인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는 종전의 임대료를 초과하는 액수의 임대료 지불의무가 없기 때문에 종전 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 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종전의 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가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청구를 하여야 
한다.

한편, 감액청구 후에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는 임대인이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임대료이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임대인이 주관적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족하다(東京地判平20. 5. 29.). 임차인이 감액청구 후에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전의 임대료(또는 임대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금액
의 임대료)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요구한 임대료만을 지불하는 경우, 임
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東京地判平20. 5. 29, 東京地判平10. 5. 28, 東京
地判平6. 10. 20.).

(4) 감액청구가 있은 후 그 재판 확정 전에 증액청구가 있는 경우

東京地判平20. 10. 9.는 복합영화시설의 임대료 감액청구가 있은 후 그 재판 확정
전에 증액청구가 있는 경우의 사안에 관한 판결이다. 

(ⅰ) 종전의 임대료가 1,246만엔이다.
(ⅱ) 平成17년9월20일에 임차인X가 감액청구권(동년 10월1일부터 임대료 월 846만

엔)을 행사해 감액청구의 재판은 평성 20년 4월 9일에 월 임대료 1,060만엔으
로 확정되었다.

(ⅲ) 한편, 감액청구 재판 확정전 평성 19년 5월 9일에 임대인 Y가 증액청구권(동
년 6월 1일부터 임대료 월 1,248만엔)을 행사하였다(그 증액청구의 재판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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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중).
(ⅳ) 이러한 상황에서 X는 Y에 대하여 평성 19년 5월 9일 이후도 1,246만엔을 지

불하고 있었으므로 평성 20년 4월 9일의 감액청구 재판확정 후 평성 19년 6
월분부터 평성 20년 4월분까지 11개월 분에 대해 1개월 각 186만엔, 11개월 
분 총 약 2,046만엔을 초과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청구를 하였다(평성 19
년 5월 9일까지 초과 지불분에 대하여는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ⅴ) Y는 증액청구의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성 19년 6월분 이후의 임
대료는 미확정 상태이므로 X가 주장하는 평성 19년 6월분부터 평성 20년 4월
분까지 11개월분에 대하여 초과 지급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초과지불액이 
얼마나 될지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청구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환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X는 Y에 대하여 초과지불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만약 Y가 주장하듯이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에서 증액을 정당화하는 재판

이 확정될 때까지 본건 건물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고 정산역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산관계는 복잡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X가 임대료 감액청구
를 한 다음 본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정산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러나 차지차가법 제32조는 이와 같이 정산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이나 임대료 감액청구 소송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정당화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그 정산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차지차가법 제32조 
제2항 단서 또는 동조 3항 단서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될 때마다 정당하다고 인정된 
임대료에 기초하여 정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여 X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마. 권리행사 방법

임대료 증액청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행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행사하게 되나 구두에 의해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드시 근거나 금액을 
명시할 필요도 없다(東京地判昭42.4. 14.).

그러나 의사표시는 임대료 증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는 “[건물임대차 계약서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본 서면에 따
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면의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서 임대료 
협의의 신청을 한 것으로, 차지차가법 제32조에 근거한 형성권으로 임대료 감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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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東京地判平20. 9. 17, “본 건 통지는 
본 계약의 갱신시에 임대료를 제시한 것이지만 부탁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문구 자
체로부터 협의를 전제로 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본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제시액은 어
디까지나 협의의 범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통지는 협의
시 원고의 임대료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
는 뜻이 분명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
고 있는 東京地判平23. 1. 25.甲이 있다. 

한편, 근거 조문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서면으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로 東京地判平21. 1. 27.이 있다.

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건물소유가 공유여서 임대인이 복수가 되는 경우의 임대차에서 증액청구권의 행사
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일본민법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유물에 변경을 할 수 없다”(251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252조 본문)고 
정하고 있다.

공유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① 일본 민법 제602조의 기간(건물은 3년)을 넘는 경
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 이 기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원칙, ② 다만, 차지차가법등의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갱
신이 원칙이며 사실상 계약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개연성이 높아 동조의 기간
을 넘는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공유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東京地判平14. 11. 25.). 

또한 일반적으로 임대료 변경의 합의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과반
수로 할 수 있지만 대규모 빌딩을 목적으로 하는 일괄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인 공
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東京地判平14. 7. 16.). 東京地判平21. 
5. 8. 은 “공유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인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유지분 1/6만을 가진 공유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부정되었다. 

한편, 임대인이 복수의 공동 임차인 전원에게 임대료 증액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 일부에게만 이루어 진 경우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
은 임차인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토지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最判昭 5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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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임대차 갱신 시 적정 임대료 평가기준

가. 4가지의 방법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대료(적정임대료)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것은 ‘부동
산감정평가기준’이다. ‘부동산감정평가기준’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근거가 되는 통일적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사들이 부동산 감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감정의 판단근거가 된
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대료(적정임대료)를 판단할 때도 많은 경우 ‘부동
산 감정 평가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감정평가기준’은 지속적인 임대료(부동산의 임대차 등의 계속에 관해 특정 
당사자간에 성립한 경제가치를 적정하게 표시한 임대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ⅰ)차액배분법 (ⅱ) 이율법 (ⅲ) 슬라이드법 (ⅳ) 임대사례비교법의 4가지 방법이 있
다. 

적정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위 4가지 방법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추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각각의 특색을 고려하여 각 추정임대료를 조정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도출되게 된다. 차지차가법 제32조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임대료(적정임대료)를 정한 
판례를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 차액배분법 

부동산의 경제가치에 상응하는 적정한 실질임대료 또는 지불임대료와 실제실질임대
료 또는 실제지급임대료 간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경
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차액 가운데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판정하여 그 액수를 실제 실질 임대료 또는 실제 지불 임대료에 가감하여 추정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임대료의 상승하락분(경제변수)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배분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東京地判平24. 7. 10. 은 마이너스의 차액에 대하
여 차액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방법은 부동산 경제 가치를 실증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양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분배하여 가격을 정하는 시점에 신규 임대차이면 성립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적
정한 임대료를 고려하여 현행 임대료를 이러한 객관적이고 적정한 임대료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다. 

차액의 배분방법으로 2분의 1법(반분법), 3분의 1법(임대인 귀속분이 3분의 1)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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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실무적으로는 다수의 경우 2분의 1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3분의 1법이 사용되고 경우도 적지 않다. 3분의 1법이 사용하는 이유는 “계

약 체결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개별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
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거나”(東京地判平21. 11. 24乙), “임대차 계약 후 비교적 기간
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임대료와의 차액이 큰 경우”(東京地判平18. 
9. 26. )“본건 일괄임대차 계약은 25년의 장기적인 계약으로 아파트의 경우 통상 2년
의 단기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보다 안정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고려하면 경제합리성의 추구(동적 요인)보다는 계약은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적
요인(안정적인 계약관계)을 더 중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東京地判平
20. 6. 4.) 등을 들고 있다. 

(2) 이율법 

기초 가격(자산가격)에 지속적인 임대료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에 필요 경
비등을 가산하여 추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수익자산의 자산가치를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기대 이율(수익환원률)을 캡레이트(capitalization rate) 라고 한다.

여기서 ‘capitalization rate = (총 수입 - 총 경비)/자산금액’으로 계산되는데, 
capitalization rate가 낮을수록 자산금액이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capitalization rate가 10%인 경우 투자금액회수기간이 10년 걸린다는 의미이고, 
25%인 경우 회수 기간이 4년 걸린다는 의미이다.

임대차의 당사자들에게는 순수임대료와 기초 가격(자산가격)의 관련성을 일체로 하
는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전 합의시의 순임대료 이율을 기초로 하여 다시 가
격을 정하는 시점에서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3) 슬라이드법 

현행 임대료를 정한 시점에서의 순수 임대료에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가
격을 정하는 시점에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추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변동률은 현행 임대료를 정한 시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시점까지의 경제 정세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변동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 가격 변동, 물가 변동, 소
득 수준의 변동 등을 보여주는 각종 지수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하게 된다. 

최근의 판례에서 변동률의 기초로 이용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서비스지수(일본
은행조사통계국), 도쿄도구부의 소비자물가지수(종합)(총무성 통계국), GDP(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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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변동률, 주택시장지수(재단법인 일본부동산연구소)(東京地判平21. 6. 12.) 오피스 
빌딩 모집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지수(민간조사기간), 건설공사비 디플레이더 지수 
(국토 교통성), 토지 가격(공시지가 가격) (東京地判平21. 11. 24.) 등이 있다. 

(4) 임대사례비교법

다수의 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의 선택을 하고 이에 관한 실제 실질 임대료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지출되고 있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한다)에 필요에 따라 사
정을 보완하고 시점을 조정하여 지역 요인 비교 및 개별적 요인의 비교를 실시하여 
임대료를 비교하여 구하여진 임대료를 비교형량하여 이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추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신규임대료에 대하여 사례를 수집하여 사정 보정, 시점 수
정, 지역요인, 개별적 요인의 비교를 하는 것에 준하여 지속임대료의 추정임대료를 구
하는 경우에도 이용된다.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에서는 지속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액배분법, 이율법, 슬
라이드법, 임대사례비교법 4개의 방법에 의해 추정임대료를 산출한 다음, 각 추정임
대료를 조정하여 적정임대료를 도출하게 되어 있다. 법원이 임대료 증감청구에서 상
당한 임대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추정 임대료를 산출하고 산출
된 각각의 추정임대료를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토
지 임대차에 관해서는 最判昭43. 7. 5, 東京高判昭61. 6. 25, 大阪高判平元. 8. 29.).

나. 4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 임대료의 특색(추정임대료의 조정)

4가지의 방법 각각에 의해 산출된 추정임대료에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1) 차액배분법에 의한 추정 임대료(차액배분 임대료)

상대적으로 신뢰성, 규범성이 높다(東京地判平21. 11. 10.). 합의된 임대료와 신규 
임대료의 상대적인 관계 등이 수치로 표시되어 이해되기 쉽고 설득력이 있어 지속임
대료의 개별성을 중시하면서도 시장성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특징도 있다(東京地判平
21. 11. 24. 乙). 당사자의 이해를 해결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이점이 있다(甲府地
判平24. 10. 16)

그러나 지속임대료는 토지 가격이나 신규 임대료에 비하여 변화가 완만하고 경제상
황의 변화를 늦게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토지 가격과 지속임대료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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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살펴보면 그 상관성이 있는지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 또한 차액 배분 임대료
는 신규 임대료와 토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하락 등 경제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도 문제이다. 

東京地判平21. 11. 14.乙은 “종전 임대료가 경제 상황의 변동에 늦게 반응하는 면
이 강한 경우에는 대폭의 차액 임대료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東京地判
平18. 11. 22.는 “토지 가격의 급등 급락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사용가치는 이러
한 토지 가격 급등 급락의 영향을 받기 쉽고, 차액배분법 및 이율법에 의한 추정 임
대료는 다른 산정 방법에 의한 추정임대료에 비해 상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율법에 의한 추정 임대료(이율 임대료)

계약의 개별성을 반영시킬 수 있어 토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효과적
인 기법이다. 그러나 각 시점마다 토지가격, 물가, 금리수준 등의 경제적 상황에 차이
가 있으며, 반드시 이율(순임대료와 기초 가격의 관련성)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순리인 것은 아니다. 단기간에 토지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율은 일정하
지 않고 변동하게 되어서 이율임대료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차액배분임대료
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경제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영향을 받기 쉽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임대료를 정한 시점의 기초 가격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있다. 

甲府地判平24. 10. 16은 지방백화점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하락기에는 투자 원금
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전부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설
득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東京地判平21. 8. 24. 는 대규모 오피스 빌딩의 
한 매장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 계약과 같이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취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부
동산 이율이 임대료 결정의 큰 요소가 되기 어려우며 또한 부동산 가격변동이 클 때
에는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東京地判平23. 5. 31. 역시 대
규모 오피스 빌딩의 한 매장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실제 이율이 변동되고 있고 기초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실의 이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원본가격변동
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며 기초 가격의 변동은 슬라이드 법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율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3) 슬라이드법에 의한 추정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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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정한 지수를 택하여 이를 판단하여 종전의 임대료
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대상 부동산과 계약내용들의 개별성 등을 합의 시점의 상황에 
따라 합의 임대료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경제 정세의 변화를 지속 임대료에 반영시키
기 쉬워 임대차 계약의 계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東京地
判平21. 11. 10.).

그러나 지수의 선택 방법에 따라 결론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임대사례
는 계약의 사정, 경위,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개별사정이 반영되지는 않
아(東京地判平21. 8. 24.) 사안에 걸맞는 세부적인 산정이 곤란하고 또 일반적인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해당지역의 발전쇠퇴를 반영할 수 없으며,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
한 경우에는 그것이 고정화되는 단점이 있다(東京地判平1. 11. 24乙).

(4)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은 다수의 사례와 비교를 하므로 실증적이고 설득적이다. 경제 변동
이 급격하더라도 지속임대료는 완만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실태에 입각한 결론을 도
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래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 비교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특수한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임대 사례를 수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의 특수 사정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많아 그 비교검토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東京地判平21. 11. 24. 乙).

실제 사례를 수집하지 못하여 임대사례비교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추정 임대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東京地判平23. 1. 27, 東京地判平23. 5. 
31, 東京地判平21. 8. 24, 東京地判平20. 12. 5, 東京地判平 20. 10. 31甲, 東京地判
平20. 7. 31乙, 東京地判平20. 4. 25.乙 등). 예를 들면 東京地判平20. 10. 31. 甲은 
“본건 임대차 계약이 개별성이 강하므로 본건 감점에서 규범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할 
수 없어 임대사례비교법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적
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 불증액특약, 불감액특약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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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청구 또는 감액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증액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불증액특약, 감액청구를 하지 않겠다
는 특약을 불감액특약이라 한다. 

불증액특약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1항단서). 불증액특약
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에 구속되어 증액요구를 할 수 없다.

(2) 불감액특약의 효과

한편, 불감액특약은 보통 건물임대차에서는 무효이다(最判平16. 11. 8, 最判平15. 
10. 21乙). 最判平20. 2. 29.도 “차지차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임
대료 자동개정특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불증액특약과 불감액특약]

(3) 자동개정특약의 의의 및 효과

시간의 경과 및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연히 임대료를 다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지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합의를 자동개정특약이라 한다(슬라이드 조항이라고 하기도 
한다). “임대료를 3년마다 5% 증액한다.” “고정자산세(혹은 토지노선, 가격지수등)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임대료를 증감한다.” 등과 같은 합의가 자동개정특약이다. 

자동개정특약은 미리 임대료에 대하여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내
용이 합리적이면 그 유효성은 긍정된다. 자동증액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나 본조 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자동증액특약이 있더
라도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最判平15 10. 21乙, 最判平16. 6. 29, 東京地判
平20. 6. 4, 東京地判平20. 3. 19, 東京地判平18. 9. 8). 즉, 자동증액특약도 불감액
특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통건물임대차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해제금지특약

불증액특약 유효

불감액특약
보통건물임대차 무효

정기건물임대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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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물이 임대료를 담보로 하여 투자 대상이 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향이 
많은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시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것을 금지한 후에 계
약기간내의 임대료 증감이 없고 임대료를 고정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기한 내의 해약금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기간 내 
해약은 원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건물에 대하여는 東京地判平23. 5. 24甲, 토지에 
대하여는 最判昭48. 10. 12. 등 참조), 특약이 있으면 기간 내 해지는 당연히 금지된
다.

한편, 임대료를 고정하는 조항은 보통 건물임대차의 감액특약으로 무효이다. 이에 
관하여 東京地判平24. 7. 10.판결에서는 해약금지특약과 관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
터 “기간 중 임대료 총액을 확정하여 이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
로 보이고, 이 합의에 반하여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이 제기된 사안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합의를 가지고 차지차
가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라. 특수한 임대차의 임대료 증감청구권 적용여부

여기서는 일본에서의 일괄 임대차 계약 등 특수한 임대차에서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적용상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괄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부동산업체에 
건물 전부를 임대하고 부동산업체에서 전대하는 방식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일본에서
는 이를 ‘서브리스’(sublease의 일본식 영어표현으로 보인다.)라고 하기도 한다.

(1) 서브리스

빌딩과 맨션 등의 건물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부동산업체에 일괄 임대하고, 부동
산회사에서 입주자에게 전대하는 계약관계를 일본에서는 서브리스(일괄임대)라고 한
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건물소유자가 공실 및 수입감소의 위험을 배제하거나 경감하
면서 임대료 수입을 취득함으로서, 건물소유자는 수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런데 버블경제 시기 이후 임대료 하락 현상이 지속되자 서브리스(일괄임대)계약에 대
하여 부동산회사에서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임대료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
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서브리스사업의 법적인 문제로 ① 일괄임대 계약에서 차지차가법 적용의 여부, ② 
임대료 자동증액 특약이 있을 때 임대료 감액청구 여부, ③ 임대료 감액청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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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의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 3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3가지 쟁점에 대하여 일본 최고 재판소는 평성15년 10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다.(最判平15. 10. 21甲, 最判平15. 10. 21乙, 最判平15. 10. 23의 3가지 판결, 서브
리스의 법리).

 
또한 평성 15년 10월 3가지의 판결중 最判平15. 10. 23. 은 건물소유자 사이에서 

보증임대료가 결정된 일괄임대계약에 대하여 부동산회사가 임대료감액청구권을  행사
한 사안이나, 항소심인 東京高判平16. 12. 22.에서는 일괄임대의 해당임대료 판단에 

< 일본 판례상 서브리스의 법리 요약 정리>

① 일괄임대 계약에서 차지차가법 적용의 여부

  일괄임대계약의 합의 내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동산 회사에 대하여 대상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부동산 회사가 건물소유자에게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건물임대차 계약이 명백하다. 

따라서 차지차가법이 적용되어 본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임대료 자동증액 특약이 있을 때 임대료 감액청구 여부 

  차지차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임대료 자동증액 특약에 의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자동특약이 있더라도 그에 의해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③ 임대료 감액청구의 판단시 사업의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일괄임대계약은 부동산 회사가 건물소유자가 건축한 건물에 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

다. 건물소유자와 부동산회사간에 임대기간, 당초 임대료 및 임대료 개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조

정하여 건물소유자는 그 협의결과를 전제로 하여 수지예측을 하여 건축자금으로 부동산회사의 임대

차보증금을 예탁받아 건물소유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괄임대계약에서 임대료 및 임대료 자동증액 특약에 관한 약정은 건물소유자가 부동산회

사의 전대사업을 위하여 많은 자본을 투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은 계약의 당사자가 당초의 임대료를 결정할 당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차지차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 감액청구의 당부(동항 소정의 임대료 

증감청구권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상당한 임대료를 판단할 경우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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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임대료 보증 특약의 존재나 보증 임대료 금액이 결정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부동산회사가 이 사업을 할 때 고려한 예상 수지, 그것에 기초한 건축자
금상환계획을 되도록이면 해치지 않도록 배려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결정하
여야”하며, “건물소유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당한 임대료는 당초 예상 수지와 비교
하여 공조공과부담 감소에 따른 이득부분을 뺀 금액이고, 나머지 임대료 하락의 부담
은 부동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일괄임대의 법리는 사업용 건물의 일괄 임대뿐 아니라 주택을 포함하고 있
고 광범위하게 일괄임대에 적용되는 확정된 판례이론으로 그 이후의 판결은 모두 이 
법리에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東京地判平19. 11. 21.도 빌딩을 일괄 임차하는 부동
산회사가 임대인인 고층빌딩의 공유자에게 임대료 감액청구를 한 사안에서 “차지차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 감액 청구의 당부(동항 소정의 임대료 감액청
구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및 상당한 임대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임대료 결정의 요소였던 사정 기타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본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료가 결정된 경위와 해당 약정 임대료 및 당시 
주변 동종의 건물 임대료 시세와의 비교(임대료 시세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정
도), 전대 사업의 수지 예측에 관한 사정(임대료의 전대 수입비중 추이 및 당사자의 
인식등), 임대인의 보증금 및 은행 차입금의 상환 예정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千葉地判平20. 5. 26. 에서는 원임대차에 관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공
실이 생겼다 하더라도 섣불리 원임대인에게 전가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공실이 발생
한 것이 본조 1항의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감액청구가 부정되었다. 한편, 원임대차의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한 사안에서 
시세보다 고액인 전대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전대료는 어디까지나 전대인과 전차인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전대인이 전대료
에 의해 자신이 이자 차익을 올리는 것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전대료 그 자체를 임대료 산정의 기준
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오더리스

오더리스(order-lease의 일본식 영어표현으로 보인다.)는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임차
인이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지정을 기초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임
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이다. 상업시설의 운영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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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임차하여 영업용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지정건물을 
짓게 하고 보증금 차입 등 자금면에서 협력을 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며, 많은 상업업무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에서 이용되고 있는 계약이다. 

오더리스에 대해서는 사업수탁의 일부를 이루는 점에서 통상임대차와 다르기 때문
에 차지차가법에서 정하는 감액청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예를 
들면  東京高判平14. 9. 11.), 최고 재판소는 오더리스라고 하더라도 차지차가법의 적
용에 대해 독자적 기준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며, 서브리스와 마찬가지로 차지차가법
의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最判平17. 3. 10.). 오더리스에서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긍정된 사안으로  東京地判平19. 7. 26乙 등이 있다. 

마. 임대료증감청구의 절차-조정전치주의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상대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
기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임대료 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
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우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일본 민사조정법 제24조의 2 제1
항). 즉,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조정신청
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부쳐야 한
다(동조 제2항 본문). 다만, 조정에 부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임대료 증감조정절차에서 서면에 의한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조항에 대하여 응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조정조항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4조의 3).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증액 또는 감액이 정당한지, 상당한 
임대료는 얼마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임대료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규임대료를 구하는 감정평가방법]

   지속적인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차액배분법은 ① 경제가치에 맞는 적정한 실질임대

료 또는 지불임대료와 ② 실제 실질 임대료 또는 실제 지불 임대료를 비교하여 ①과 ②의 차액에서 

추정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①은 자유시장에서 성립하는 신규임대료를 의미한다. 신규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감정평가기준에서는 (ⅰ)적산법 (ⅱ)임대사례비교법 (ⅲ)수익분석법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신규임대료를 구하는 경우에도 위 방법에 의해 추정 임대료를 조정하여 상당한 임대료

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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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임대료증감청구권 관련 판례

임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일본의 동경 지방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하급심 판례 동향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사무소인 경우와 점포인 경우, 
주택인 경우, 그밖의 특수 용도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증액 또는 감액 청구에 대하
여 구체적인 고려요소와 비율, 증액 또는 감액청구의 결과(종전 임대료와 변경된 임대
료)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비율항목에서는 차액 배분법을 사용한 
경우는 “차”, 이율법을 사용한 경우는 “이”, 슬라이드법을 사용한 경우는 “스”, 임대 
사례 비교 법을 사용한 경우는 “비”로 약칭하여 표시하였다. 임대료로 기재한 금액은 
특별의 주기가 없는 한, 월임대료이다. 

(1) 용도가 사무소인 경우

(ⅰ) 적산법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 시점에서의 기초 가격을 구하여 이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에 

필요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 부동산의 추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그 방법에 의하여 추정임대료를 적

산임대료로 한다).대상 부동산의 기초가격, 기대이율 및 필요경비 등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ⅱ) 임대사례비교법 

  다수의 신규 임대차 사례를 수집하고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 이들의 실제 실질 임대료(실제 지출

되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한다)에 필요한 사정을 보정하고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 

요인의 비교 및 개별적 요인의 비교하여 구해진 ,임대료를 비교형량하여 대상부동산의 추정 임대료

를 구하는 방법. 근린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 등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

산의 임대차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동일수급권 내의 대체 경쟁부동산의 임대차 등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ⅲ) 수익분석법

  일반 기업 경영에 근거하여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이 일정기간동안 발생시킬 수 있다고 기

대되는 순수익을 구하여 이에 필요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부동산의 추정임대료를 구하는 방법(그 방법

에 의한 추정임대료를 수익임대료로 한다). 수익분석법은 기업용 부동산에 귀속하는 순수익을 적절

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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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증감구별 비율 해설

종전임대료 변경된 임대료

[사무소]

東京地判平5 .6. 3. 2개의 감정서가 제

출되었던 사안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

되는 2개의 감정 결

과가 존재하는 경우

는 각 감정 결과를 

평균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고 하여 평균치로 임

대료를 산정.

시부야, 사무소 증액

소화62년9월1일 33만엔 평성2년9월1일 48만2천엔

東京地判平18. 3. 27.

사무소, 점포 감액
차:이:스:비

2:2:3:3

평성11년3월19일 154만900엔 평성14년3월11일 149만2000엔

東京地判平18. 9. 26.

사무소 감액
차:이:스

2:1:1

평성17년7월 66만2,445엔 평성17년7월 54만8100엔

東京地判平19. 12. 14乙

미나토구 아오야마, 

사무소, 점포
증액

차:이:스:비

1:1:1:1

평성13년8월1일  411만840엔 평성18년4월  503만1,110엔

東京地判平20. 4. 25乙

치요다구 구단, 사

무소
증액

차:이:스

1:1:1

평성15년8월14일 79만8,945만 평성 18년 9월5일 91만6,571엔

東京地判平20. 6. 23.

사무소 증액
차:이:스:비

3:1:1:1

평성17년3월30일 49만81엔(별도소비세2만4,504

엔)

평성19년4월1일 54만6,000엔(별도소비세2만

7,3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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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地判平21. 1. 21甲

사무소 증액
차이스비를 비교검

토함 

평성17년9월1일 218만엔 평성19년9월1일 235만엔

東京地判平21. 1. 30. 

변호사 사무소 증액
차:이:스

1:1:1

평성12년4월21일 52만9,500엔 평성18년6월1일 61만 6,350엔

東京地判平21. 3. 25. 

사무소 증액
차이스를 종합적으

로 고려

소유자는 경매로 매

수한 사안임

평성13년 3월 경 37만4,912엔 평성17년4월4일 1개월 41만1,000엔(소비세 제

외)

용도 증감구별 비율 해설

종전임대료 변경된 임대료

東京地判平21. 6. 12. 

사무소 증액
차:이:스:비

1:1:1:1

평성16년10월1일 25만엔 평성18년10월1일 29만9,000엔

東京地判平21. 7. 9甲
종전임대료는 소송

상화해
도심부 대규모 오피

스텔
증액

차:이:스:비

1:1:3:3

평성17년11월1일 725만7,343엔(소비세 제외) 평성19년11월1일 856만1,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1. 8. 24. 
이와 비의 방법을 

채용하지 않음. 
신주쿠 고층 빌딩내 

사부소
증액

차를 기준으로 하여 

스를 비교형량

평성16년1월20일 636만6,202엔 평성18년9월1일  770만3,325엔 

東京地判平21. 8. 27. 

나카메구로 부근, 

사무소
증액

차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 방법에 의하여 

추정임대료를 연관하

여 산정 

평성5년11월1일   27만9,000엔(판결) 평성21년2월27일 34만1,000엔

東京地判平21. 11. 9. 

미나토 구 미나미 증액 차:이:스:비



- 57 -

아오야마, 4층 빌딩 

한동임대
1.5:1.5:3:4

평성17년9월1일  230만엔 평성19년12월1일  274만엔

東京地判平21. 12. 22乙 감정서에서는 보증

금의 운용이익5%의 

점에 대해서 장기예

금의 금리등에 비추

어 연2%정도로 수정

하였다. 

보석판매회사 증액 차와 스를 중시

평성14년11월10일 139만2,754엔 평성20년1월1일 150만엔

東京地判平22. 4. 9. 

도심부, 은행점포 증액

평성17년5월1일  2,296만2,279엔 평성20년2월1일 3,017만6,960엔

東京地判平22. 6. 4. 이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상승률이 지속주

택임대료상승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

는 다는 것을 참고하

였다.

미나토구, 사무소 

빌딩
증액 차와 스를 연관

평성18년2월17일  57만엔(판결) 평성19년12월1일 57만8,500엔

東京地判平22. 8. 25.

시나가와구 ,대규모 

시설내

평성17년9월1일 174만9,750엔 평성20년9월1일   242만엔

東京地判平22. 9. 24. 

사무소 증액
차:이:스:비

2.5:3.5:3.5:0.5

평성15년7월1일 114만4,570엔 평성21년6월1일 129만엔

東京地判平22. 9. 28. 

시부야 ,사무소 증액
차:스:비

1:1:1

평성15년6월1일  105만3,996엔(소비세 포함) 평성19년12월1일  114만1,245엔(소비세 포함)

東京地判平23. 2. 28.

사무소 감액
차:이:스

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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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가 점포인 경우

평성8년8월1일  1,333만6,655엔(소비세 제외) 평성21년7월1일  893만3,000엔(소비세 제외)

東京地判平23. 5. 18. 임대인은 경매에 의

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사무소 증액

이를 참고하였으며 

스와 차를 중용

평성14년1월15일 87만6,699엔(내소비세 4만 

1,747엔)
평성22년1월19일 110만엔(소비세 제외)

東京地判平23. 5. 31. 종전 임대료는 판결

에 의해 정해졌다. 

증액청구가 부정된 

사례이다 .

도심부, 대규모 오

피스텔
증액 차와 스를 중용

평성19년11월1일 856만1,000엔(별도 소비세 42만 

8,050엔)
평성21년9월1일 795만엔(별도소비세 39만 7,500엔)

용도 증감구별 비율 해설

종전임대료 변경된 임대료

[점포]

東京地判平18. 10. 12甲 부동산변환 론 방식

의 일환인 계약이더

라도 32조는 적용된

다.

JR신주쿠부근, 대규

모 백화점
감액

평성11년10월3일   10억6,072엔(소비세제외) 평성11년10월3 일   10억4,236엔(소비세제외)

大阪高判平20. 4. 30. 

오사카, 터미널 역 

상업시설내 점포
증액

차:이:스

1:1:1

평성12년11월 일   58만3,800 엔 평성16년2월1일    77만8,400엔

東京地判平18. 2. 6. 

신주쿠 에스테틱 점

포
감액

차:스:비

2:1:1

평성15년2월12일   85만엔 평성16년9월1일    74만6,000엔

東京地判平18. 11. 13. 

역전앞 빌딩의 1층 

라멘점포
감액

차:스:비

2:4:4

평성13년9월 26만엔 평성 6년9월1일    19만4,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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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地判平18. 11. 22. 

노베오카시, 수퍼마

켓
감액

차:스:비

1:0.5:8.5

평성7년11월23일 2,466만2,445 엔(소비세제외) 평성14년9월1일    2,192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18. 12. 12. 

초밥가게 증액 차로만 산정

최종합의(시기불명) 8만5,000엔 평성 16년 3월 1일    12만 8,778엔

東京地判平19. 2. 1. 종전에는 임대차가 

업무제휴의 일환으로 

저액으로 설정되었

다.

백화점 증액
차:비

1:1

평성14년2월  1,101만엔 평성16년7월1일    1,924만5,625엔

東京地判平19. 3. 9. 

츄오구 긴자, 4층빌

딩의 일괄임대차
증액

차:이:스:비

2:2:3:3

평성13년8월10일   220만엔 평성17년9월    228만엔

東京地判平19. 8. 27. 

임대료의 증액은 부

정되었고, 관리비의 

증액을 긍정

신주쿠 유흥가, 5층

점포 빌딩
증액

비에 의한 추정임대

료를 중심으로 차, 

이, 스의 단순평균액

을 고려

평성12년11월1일   3만엔(관리비) 평성15년12월28일    3만2,400엔(관리비)

東京地判平19. 9. 12. 

슈퍼마켓 감액
차:이:스

1:1:1

평성5년10월 5,557만399 엔 평성16년2월10일  4,620만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19. 10. 3. 

귀금속판매점포 감액
차:스:비

2:3:1

평성6년6월23일   39만엔
평성8년7월16일 38만3,000엔(소비세제외)/평성

16년7월16일 28만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19. 12. 20乙

시부야구 다이칸야

마, 미용실
증액

차:이:스

1:1:1

평성7년11월1일  30만9,000 엔 평성19년1월1일   38만9,0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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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地判平20. 6. 11乙

생협점포 감액
차:이:스

3:1:2

평성6년1월1일   300만엔 평성16년4월1일   254만5,400 엔

東京地判平20. 7. 31乙

츄오구긴자, 유명신

사복점포
증액

차:이:스

5:2:3

평성15년9월1일  498만6,000엔(공익비, 소비세 

제외)

평성19년9월1일    610만1,000엔(공익비, 소비

세 제외)

東京地判平20. 12. 5. 

백화점 증액
차:이:스

1:1:1

평성16년4월   2,244만5,440 엔 평성19년10월1일    2,680만엔

東京地判平21. 1. 21乙 간판분쟁도 동시에 

심리음식점 증액

평성6년4월6일   118만7,200엔(공익비, 관리비 

포함. 소비세 제외)

평성18년4월11일 130만8,200엔(관리비, 공익비 

포함. 소비세 제외)

東京地判平20. 12. 24甲

쇼핑센터 증액
차:이:스

1:1:1

평성9년6월14일  229만엔 평성17년6월14일    232만8,131엔

東京地判平21. 1. 23. 

교외형 대형상업시

설
감액

합의시기불명 1,174만500엔 평성18년11월1일  1,120만5,326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1. 3. 3. 

악취 유무도 쟁점이 

되었다.음식점 점포 증액

차를 중심으로 이, 

스에 의한 추정임대

료와 비교 고려함

평성7년11월1일   39만엔(소비세포함으로 매월 

말에 선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평성18년10월1일  51만4,500엔(소비세포함)

東京地判平21. 3. 24丙 매출 비율 임대료를 

채용한 경우의 고정

임대료부분의 증액

신주쿠, 대규모 시

설내의 까페영업
증액

차:이;스:비

4:2:3:2

평성10년3월20일   고정임대료 189만9,800엔 평성18년4월1일   고정임대료 243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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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임대료는 월액기준 매출 1,899만8,000엔

(평당35만엔)을 초과한 금액의 4%상당액)

東京地判平21. 6. 25. 

빠칭고 점포 감액
차를 중시, 기타 방

법(이와 스)은 참고

평성15년6월6일   850만엔 평성19년8월4일   791만엔(소비세별도)

東京地判平21. 7. 9丙 인근 병원이 원외 

처방전의 전면 발행

을 시작한 경우에는 

협의하에 임대료 증

액 개정을하기로 하

는 특약

조제약국 증액 비에 차를 가미

평성12년8월28일   30만엔 평성19년7월1일    47만6,000엔

東京地判平21. 11. 10. 

츄오구 긴자, 요리

점
증액 스를 중시

평성3년8월21일  53만9,000엔(소비세, 관리비 

별도)

평성19년 5월22일  60만1,000엔(소비세, 관리

비 별도)

東京地判平21. 11. 24乙

임대인은 투자법인복합시설내의 음식

점
증액

차:스:비

5:2.5:2.5

평성14년10월5일  고정임대료 + 매출비율임대

료 엔
평성19년7월1일   170만6,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1. 11. 26乙

츄오구긴자. 점포 증액
차를 중시, 기타 방

법도 고려

평성10년8월1일 (1층부분)73만5,000엔

평성13년7월1일  (2층부분)28만엔

평성18년8월1일 (1층부분)101만엔, (2층부분) 

29만6,000엔

東京地判平21. 11. 27乙 임차인이 평성16년

12월7일에 감액청구, 

임대인이 평성19년2

월1일에 증액청구, 

임차인의 감액청구는 

기각

야마테선역전, 재개

발구역내의대규모슈

퍼마켓

감액 및 증액

(평성16년12월7일)

차,이,스=3:2:3

(평성19년2월1일)

3:1:3

평성13년7월1일 임대료 2,146만1,700엔, 평성 평성19년2월1일   2,186만2,000엔,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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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4월1일 관리비1,079만8,847엔 1,079만8,847엔

東京地判平21. 12. 3
문변형이 함께 문제

되었다.세타가야구, 스시집 증액
차를 기준으로 이와

스를 참고

평성16년3월1일  14만1,260엔(판결) 평성20년4월1일   14만7,260엔

東京地判平22. 2. 17. 

츄오구, 7층빌딩 1

층다방
증액

차:이:스

5:2:3

평성6년4월8일   99만엔 평성19년5월28일    123만7,000엔

東京地判平22. 3. 9. 임대인은 평성18년

에 경매로 건물을 매

수

타이토구 아사쿠사 

상가
증액

차를 중시, 이와 스

를 참고

평성5년6월1일 40만엔(별도소비세2만엔) 평성20년6월1일 45만5,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2. 3. 24. 

츄오구 긴자, 대형

상업시설
증액

차, 이, 스, 비를 

평균/차와 이를 각 

25%, 스를 50%

평성17년3월 2,596만1,000엔

평성18년12월1일  3,073만4,000엔/

평성20년8월1일 3,048만1,175엔(같은 날 일부 

반환)

東京地判平22. 5. 14乙

백화점 빌딩의 한동

을 임대
증액

평성10년12월  270만  엔 평성19년2월1일    309만엔

東京地判平22. 11. 17. 

미나토구 신바시, 

점포
증액

네가지 방법에 따른 

추정임대료를 연계

평성18년7월1일   30만엔(소비세제외) 평성20년9월5일  31만1,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2. 11. 19. 

판매점포 증액
차를 중시, 스와 이

를 참고

평성18년6월 1일  27만6,000 엔 평성21년10월 1일   33만엔

東京地判平22. 12. 2. 개인적인 관계가 있

다가 임대인이 변경

되었다. 
츄오구긴자, 주점 증액 차로 적정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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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6년4월 44만엔 평성20년8월1일  70만350엔

東京地判平22. 12. 3. 32조 유추에 의한 

보증금의 감액 청구

를 부정
점포 감액

평성10년5월1일  120만엔(소비세제외)
평성1년6월1일  109만4,000엔(소비세제외)

평성22년4월1일 99만7,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3. 1. 18乙 계약체결로부터 2개

월반후인 평성21년 4

월11일에도 감액청구

를 하였다가 부정되

었다.

네일샵 점포 감액
차:이:스

1:2:2

평성21년2월1일 58만1,020엔(소비세제외) 평성22년1월29일  52만7,72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3. 1. 27. 감액청구도 제기되

었으나 부정되었다.시부야구 까페점포 증액

평성16년6월11일   40만엔(소비세제외) 평성20년8월1일   47만1,450 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3. 3. 10丙 Y는 전차인Z1, Z2에

게 전대를 하였는데 

Z1 전대료는 1,150만

엔, Z2전대료는 

3,800만엔이다. 

점포 증액
차:이:스

3:1:1

평성18년 3월분 2,410만엔 평성20년8월1일   3,390만엔

東京地判平23. 4. 27. 

게이힌 급행선 ,쇼

핑몰센터
감액

차:이:스:비

2:1:2:1

평성15년1월16일   1억3,860만엔
평성20년4월1일 1억2,500만엔/평성21년6월1일 

1억2,000만엔

東京地判平23. 5. 10. 

도넛 프랜차이즈 점

포
증액, 감액

차:이:스

2:4:4

평성19년8월1일 189만3,000엔(공익비포함)
평성20년8월1일  233만1,000엔(공익비를 포함/

평성22년6월1일 203만5,000엔(공익비를 포함)

東京地判平23. 6. 27. 

분쿄구, 상업시설 증액
차:이:스:비

7.5:1:1:0.5

평성17년8월1일  254만5,400엔 평성19년7월1일  283만9,0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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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地判平23. 7. 12. 이를 채용하지 않

음. 감액청구와 증액

청구 모두가 제기되

었다.

도심부 터미널역 쇼

핑센터의 공유지분
감액

스:차 및 비

3:7

평성5년4월1일 39만6,188엔(소비세제외) 평성19년4월1일 39만1,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3. 7. 25. 평성18년2월1일과 

동년 3월1일의 임대

료증액청구가 제기되

었으나 부정되었다.

신주쿠 구, 입식소

바점포
증액

차,스를 비교, 이를 

참고

평성9년9월19일  40만엔(소비세제외) 평성20년4월1일 47만5,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3. 10. 17. 

교외주택지, 대규모

쇼핑센터
감액

차:이:스:비

3:1:1:1

평성19년5월1일  6,365엔 평성21년4월24일   4,810엔

東京地判平24. 4. 19甲

치바현, 상업 복합 

시설의 가전 판매점
감액 차를 기준

평성22년1월1일 202만5,890엔엔(소비세제외) 평성10년3월14일 276만5,95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4. 4. 19乙 평성20년5월23일에 

대상물건의일부변경

이 있었다.

도심부터미널역, 다

방
증액

차:스

7:3

평성12년7월25일  207만9,000 엔(소비세제외) 평성21년9월1일    230만5,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4. 4. 25.   건물 전체를 소유

자 X가 Y백화점에 임

대해 그 중 일부를 Y

백화점이 X에 전대했

고, 건물전체에 대해

서는 20%감액의 소송

상의 화해가 성립하

고 있다

대형백화점의 일부 감액

평성7년6월9일   106만4,000엔 평성18년1월 95만엔

東京地判平24. 4. 26. 

인터넷까페 감액
차,이,스 중 이와 

스를 중시

평성19년9월1일  117만엔(소비세제외) 평성21년12월1일  115만엔(소비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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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인 경우

東京地判平24. 5. 30. 

츄오구 긴자, 보석

점포
증액

차:스

2:8

평성19년6월1일   33만3,900엔(소비세제외)(소

송상화해)
평성22년5월15일  37만5,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4. 10. 16. 

공유지분의 임대
백화점 감액

차:이:스:비

5:1:2:2

평성16년11월분 871만6,671엔 평성21년2월1일   804만엔

용도 증감구별 비율 해설

종전임대료 변경된 임대료

[주택]

東京地判平18. 9. 8. 

분쿄쿠, 맨션, 일괄

임대
감액

스를 중심으로 적산

임대료와비준임대료

를비교형량

평성11년8월1일   118만6,000엔 평성16년9월9일   109만엔

東京地判平20. 5. 28. 

주택 감액
차:이:스

1:1:1

평성14년5월24일  8만엔 평성16년10월7일   9만6,000엔

東京地判平21. 1. 26. 

주택 증액

평성4년6월1일   11만엔
평성19년1월 11만9,300엔/평성20년4월12만

5,400엔

東京地判平 21. 4. 24. 

분쿄구, 소화27년12

월이전의 목조건물
증액

스를 중시, 차를 가

미, 이를 참고

소화59년2월 12만엔(재판상화해) 평성18년12월1일  15만8,000엔

東京地判平2. 2. 15. 감액의 의사표시의 

- 66 -

(4) 기타

주택공급공사 특정

우량임대주택 
감액

차를 중심으로 지속

임대료3, 일괄임대계

약을 전제로 신규(정

상)임대료7

범위를 한정

평성15년12월1일 392만1,000엔 평성18년5월 345만엔

용도 증감구별 비율 해설

종전임대료 변경된 임대료

[기타 ]

東京地判平19. 1. 23. 

화랑 증액 차와 비를 중시

소화60년 6월 28만7,280엔 평성16년8월26일   36만5,000엔

東京地判平19. 6. 28. 소송에서는 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분

쟁(지분에 대응하는 

신임대료는 2,653만

5,300엔)

호텔 감액
차:이:스

1:1:1

평성12년10월13일  7,632만9,320엔 평성15년10월13일    6,480만엔

東京地判平19. 9. 19. 

요코하마시 복합영

화시설
감액

차:스:비

1:1:1

평성8년6월28일   1200만3,324엔 평성17년10월1일   1,060만 엔

東京地判平 21. 6. 2. X의 어머니가 그룹

홈입소 가능성이 없

어진 사정을 고려
그룹홈 증액

평성15년9월1일  22만엔 평성19년9월 23만1,500엔

東京地判平21. 6. 15甲

진학예비학교 증액
차:이:스:비

4:1:2:3

평성13년8월 202만9,800엔(소비세제외) 평성19 2월 257만2,500엔(소비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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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地判平21. 10. 28. 임대인은 A가 경영

하는 회사에 있고,,A

와 임대인의 친자관

계의 사정으로 임대

료가 저액으로 정하

여져 있었다. 

진료병원 증액
차를 표준으로 하여 

스를 참고

평성15년1월10일 15만엔 평성18년10월 1일   30만엔

東京地判平22.1. 22甲

화랑 증액
차:이:스:비

2:2:3:3

평성10년7월6일 517만1,084엔 평성20년7월1일 593만3,000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2. 11. 18. 
임대사례비교법의 

고려는 상당하지 않

다.
진료병원 감액

차:이:스

1:1:1

평성15년5월1일 38만3,000엔(판결, 상고에 따

른 확정)
평성21년5월1일 37만2,000엔

東京地判平22. 12. 7. 

복합영화시설 증액
차:이:스:비

평성17년10월1일 1,060만엔(판결에 따른 확정) 평성19년10월17일 1,104만6,000엔

東京地判平23. 5. 27. 임대인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적정임대료는 현행 

임대료 월450만엔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

하나, 건물의 하자를 

고려하여 감액을 인

정하였다. 

게이힌도호쿠선 니

시카와구치역부근 비

즈니스 호텔

감액

평성14년4월3일 450만엔 평성20년12월16일 400만엔

東京地判平23. 10. 13. 임대료는 계약상 제

1임대료, 제2임대료, 

제3임대료로 나뉘며, 

감액분쟁의 대상이 

스포츠클럽 감액
차:이:스

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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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부분은 제1임

대료와 제3임대료의 

합계금액

평성18년4월 650만3,415엔
평성20년11월16일 600만 6,000엔/평성 21년10

월1일 586만 6,000엔

東京地判平23. 11. 25乙

임대료부담한도액에 

따라 구한 임대료도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감액

차와 이를 채택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중

시, 스에 따른 임대

료를 참고

평성14년6월 558만7,989엔 평성20년7월1일 425만엔(소비세제외)

東京地判平24. 2. 20. 2년(첫 회는 3년)의 

계약 기간마다 임대

료를 개정할 수 있다

는 취지 규정 등, 계

약 갱신 시에 매번 

임대료가 개정되어 

왔다. 물가 등 경제 

지표가 안정되고 치

요다구 오오테마치의 

대규모 오피스 빌딩 

임대료시세의 동향이 

현저히 변동이 보이

는 중, 평성 22년 2

월의 전회 계약 갱신 

시에 약 15%임대료 

감액 개정이 되고부

터 2년 계약기간중인 

평성22년 12월 1일

(10개월 후)및 평성 

23년 10월 1일(1년 8

개월 후)의 각 임대

료 감액청구시에는 

건물의 임대료가 상

도심부, 고층빌딩내

의 서비스오피스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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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의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조정제도

가. 임대료 약정과 고려사항

프랑스의 경우,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최초의 임대료는 이를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즉, 최초의 임대료약정에 있어서는 인근의 건물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거나 
동일한 장소에서의 종전 임차인의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식의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단 약정된 최초의 임대료를 차후에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통제를 받는다. 갱신하거나 조정할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임대차 가치에 
상응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가치는 ⅰ) 해당 임대건물의 
특성 ⅱ) 임대건물의 용도 ⅲ) 당사자들의 개별 의무사항 ⅳ) 임대건물의 상업적 요인 
ⅴ) 인근의 통상적 임대료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상가임대차법령 제23조).

ⅰ) 해당 임대건물의 특성은  ①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주변 환경, 면적 및 규모, 
고객의 접근 편리성, ② 고객의 수용규모, 점포의 활용성 또는 점포에서 수행

당하지 않다고 볼 수

는 없다며, 항소도 

기각(東京高判平

24.7.19.)

평성22년4월21일 1.043만7,459엔
평성22년12월1일/평성23년10월1일경에도 감액

부정(청구기각)

東京地判平24. 7. 10. 

미나토구, 고층빌딩

의 서비스 오피스
감액

차:이:스:비

7:1:1:1

평성21년9월1일 1,640만7,863엔(임대료1,313만

7,921엔+관리비326만9,951엔)(소비세제외)

평성22년12월1일 1,420만1,814엔(관리비포함, 

소비제제외)

東京地判平24. 1. 26. 

도심부, 고층빌딩의 

스포츠클럽
증액

차:이:스:비

차와스를 채택하여 

조정

평성14년 2월 26일 1,264만200엔 평성19년9월1일 1,347만5,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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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각각 다양한 사업 활동을 위한 별도 면적의 중요성, ③ 점포의 다양한 규
모간의 관련성, 각 부분의 구조 및 점포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 강도에 따른 
적합성, ④ 관리상태, 노후성 또는 위생면과 필요한 경우,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에 대한 적합성 ⑤ 임대차에 따라 제공되는 시설의 성격, 
상태 및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점포의 특성은 임대 점포와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부대시설, 부속점포 또는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차된 점포가 주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업시설에 부
속되어 있으므로 제기되는 이득 또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가
격으로 정한다.

ⅱ) 임대건물의 용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및 추가 변경사항에 따라 허가되거
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법원에 의해 허가된 것이어야 한다.

ⅲ)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의무 측면에서 점포의 점유와 관련한 제한 및 임차인에게 
보상 없이 전가되는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차 가치의 감소요인이 된다. 법률 또
는 용도와 관련된 의무이외에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갱신할 임대차계약 도중에 점포에 대한 정비는 임대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임차료의 인하에 대한 동의를 통해 그 부담을 수용한 경우에만 고려된다. 
최근의 임차료 가격 결정 이후, 법률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 
의무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 의해 원용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적용된 가격을 정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ⅳ) 임대건물의 가치요인은 주로 상업적 측면에서 점포가 위치한 시, 구 또는 거리
의 중요성에 따른 이점, 배치장소, 인근 점포와의 상업적 분산, 교통수단, 특별
한 유인요소 또는 해당 상업을 운영하기 위한 위치로 인한 불편한 점과 이러
한 환경에 대한 장기적 또는 일시적인 변경에 좌우된다.

ⅴ) 면적단위별로 인근에서 통용되는 가격은 전체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점포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유사성이 없는 경우, 임대 점포와 준거 점포 간에 확인
된 차액을 고려한 조정을 제외하고, 기준가격의 결정을 위해 상기의 전체 사항
을 참고로 적용할 수 있다. 쌍방이 모두 제안한 참고기준은 다수의 점포를 고
려하여야 하며, 각 점포에 대해 그 주소 및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기준은 가격 결정일 및 결정방식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이유
로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임대료는 3년마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7조 임차인의 점유개시일 이
후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3년 이후에 한해 임차료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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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27조 (1956년 3월 12일 L. 제
56-245호)}. 임차료 가치의 10% 이상의 변동률을 자체적으로 야기하는 점포 가치요
인들의 물리적 변경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3년 주기의 임차료 조정에 
따른 임차료의 인상 또는 인하는 임차료에 대한 최근의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 이후 시행된 건축비의 4반기 변동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특별한 증명
이 없는 한 건설비용지수(ICC)에 의하여 임대료의 상한선을 두어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령 제27조 (1965년 5월 12일 L. 제65-356호 제12조)}. 또한 임대료는 
지수와 연동시켜서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가 이전에 정한 가
격과 비교하여 사분의 일 이상 인상 또는 인하가 될 때는 임대료의 조정청구를 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28조).

나. 임대료 분쟁절차

임대차가 갱신될 때에는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에 프랑스에서는 조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조정은 
‘각 도(道)의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동 위원회는 특히 임차인단체 대표와 임대
인단체 대표가 각각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을 이끌고자 노력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을 제시하
기도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포의 건물
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판결을 내릴 순 없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당사자의 주
장과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한다. 판사는 정식으로 
소환된 당사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조사자가 참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상가임대차법령 제30조), 증거
심리조치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임을 받은 전문가는 그 목적을 상실한 것
을 확인하고 판사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한다. 사건서류에 이에 대한 명시를 하며, 
동 사건은 말소된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합의사항에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가 이와 같이 재판상절차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8)

18)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서는, Th. MASSART, Droit commercial, op. cit., n° 856, p. 362. ; 김영두 외1인, 

상가임차인 영업보호 선진입법례, 법무부, 2014, 112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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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의 임대료규제

영국은 주거용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택
법(The Housing Act)과 차임법(The Rent Act)을 제정하여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주택은 공정임대료제도(fair rent)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The Rent Act 
(Maximum Fair Rent) Order 1999에 의하면 공정임대료의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
를 반영하여 인상액을 제한하고 있다.19)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법으로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임대료를 변경하기 위해서 rent 
review를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3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임대료
를 물가지수의 연동과 연관시키는 방법이 취하여질 수도 있고, 영업이익의 일정비율
로 산정하는 방식도 있다. 새로운 임대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대료를 위해서 중재인이나 독립된 전문가가 위촉되어 임
대료를 정하게 된다.20)

한편,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에는 갱신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료의 
조정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권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정한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법원이 새로운 임차권의 임대료와 그 밖의 조건의 내용을 정하게 된다(54년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4조에 의하면, 새로운 임차권의 임대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임대차의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장의 임대료를 정해야한다. 나
아가 제34조에 의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되는 임대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차임
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거나 해당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이 임대차 조건을 참작
하여 임대인이 공개시장에서 임차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임
대료로 판단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ⅰ) 임차인이나 전 임차인이 보유재산을 점유했
다는 사실이 임대료에 미치는 효력 ⅱ) 임차인이나 전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임차물에 귀속되는 영업권 ⅲ) 임차인이나 전 임차인이 수행한 개량이 임대료
에 미치는 효력 ⅳ) 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대 조건과 기타 관련 정황을 참작
하여 허가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에 귀속되는 일체의 부가가
치 등은 무시하여야 한다. 개량행위는 새로운 임차권을 신청하기 21년 전에 완료된 
것이어야 하며, 개량의 대상이 되었던 임차목적물은 새로운 임차권의 내용에 포함되
어야 한다(1969년 Law of Property Act 제1조 2항). 또한 차임을 변경하는 규정을 

19) 자세한 내용은 장영희, 외국의 공정임대료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46면 참조.

20) 김영두 외 1인, 상가임차인 영업보호 선진입법례, 2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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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1969년법 Law of Property Act 제2
조)이 포함되었다.

6. 임대료 조정제도의 시사점

가. 일본의 임대료 조정제도의 요약 

 일본은 차지차가법 제32조에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 
상승 내지 저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주변 동종의 건물의 차임과 비교하여 임대료
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대료 증감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규정과 유사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여부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의 핵심이유인 경우 임대료증감청구권 행사를 통
하여 임대료가 결정되게 하고, 임대차 계약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
인과 임차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 증감청구의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을 기초로 하여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ⅰ) 차액배분법 (ⅱ) 이율법 
(ⅲ) 슬라이드법 (ⅳ) 임대사례비교법을 통하여 임대료가 산정되고 위 각 방법이 혼용
되어 사용되는 것이 다수이다. 차액배분법은 적정임대료와 실제지급임대료의 차액에 
일정한 비율(1/2, 1/3)을 곱한 금액을 실제 지급임대료에 가감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다. 이는 양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나 
기존 임대료가 신규임대료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
는 부분이 커져 임대료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율법은 기초가격(자산가격)에 지속적인 임대료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필
요 경비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계약의 개별성을 반영시킬 수 
있어 토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효과적이나 단기간에 토지 가격이 큰 폭
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기대이율이 일정하지 않아 신뢰성이 낮아 질 수 있다. 슬라이
드법은 기존 임대료에 다시 임대료를 정하는 시점까지의 변동분을 곱하고 필요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변동분의 기준은 공시지가, 지가 상승률, 임대
료 지수 등이 사용된다. 임대사례비교법은 동종의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설득적인 측면이 강하나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한 대규모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사례수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들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안의 
특성에 맞추어 그 비율을 조정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채용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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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본 법원의 경우 위 네 가지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 혼용하거나 한 가지 방
법을 기초로 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고려하는 방법을 통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본의 임대료 증감과 관련한 판결에서는 기존 임대료에 의
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20~30%인 경우가 다수 발견
되었고, 기존 임대료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 인상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경우 기
존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임대인이 기존 임대료에 비하여 50%에서 200%인상을 요구
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판례들은 참조할 만하다. 

나. 프랑스의 임대료 조정제도의 요약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을 최단 9년으로 보장하면서 3년의 주기마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인상 또는 인하율은 건축비의 4반기 변동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임대료의 급격한 변동을 규제하고 있고, 적정임대료를 산
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이를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① 해당점포의 
특성, ② 점포의 용도, ③ 당사자 개별의무사항, ④ 점포의 상업적 요인, ⑤ 인근 통
상 임대료 가격을 임대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으로 삼고, 조정위원회의 의견 및 현장
검증, 임대료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 

다. 임대료 분쟁의 조정기준 마련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명문상으로 5년을 보장하는데 불과하고,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경
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상가 임대차에서도 보증금 또는 차임의 연9%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보증금 및 임대료의 환산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한도를 정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임
대차 계약의 갱신 시 임대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
료를 이유로 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갱신거절사유를 주장하며 계약종료를 
주장하는 형태로 소송이 제기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대료 증액 청구 내지 감액청
구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상률 상한선 연9%의 규
정은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적용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임대료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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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연9%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종 사정
변경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은 일단 적법하게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인 연9% 인상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
이게 되어 임대료가 정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료가 정해지면서 임대료 조정
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
여부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의 핵심이유인 경우 임대료증감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임대료가 결정되게 하고, 임대차 계약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우리 상가임대차법제는 아직 5년의 법정임대기간 내에서도 갱신청구가 인정되는 예
가 드물 정도로 단기임대차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었고, 갱신 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이 대등한 입장에서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 임대료 인상 상
한선이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고 갱신 시 합리적인 임대료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3. 8. 13.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갱신거절 사유로 자주 활용되어 오던 재
건축 개축의 요건이 임대차계약 시 사전에 통보한 경우로 제한되고 환산보증금이 상
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은 인정되고 갱신 후 임대료 조
정을 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상가임대차가 갱신되고 그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분
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산보증금이 적용범위를 넘는 경우는 9%의 상
한이 적용되지도 않아 임대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임대차 갱신 시 적정임대료를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상기준을 제시할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외국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대부분이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분쟁조정임을 감안
할 때 2015. 12. 발의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
회의 주된 역할도 임대차 갱신 시의 임대료 조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살
펴 본 바와 같은 일본과 프랑스의 임대료 조정기준이나 평가방법을 조정기준으로 적
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등 광역 지장자치단체에서 일본의 임대료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서울시 임대료 인상 시 인상정도를 정하는 시뮬레이션이나 평가방법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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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차권 양도·전대 승낙과 거절 시 정당성 심사

1.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의 기능  

가.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의 수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투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가
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현실에서도 임차권 양도를 통하여 권리금의 수수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 상가임차인은 특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영업을 위하여 시설자금
이나 홍보나 영업망 형성을 위하여 많은 투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통하여 이렇게 투여한 자금을 회수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위 권리금이라는 것은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된 바닥권리
금,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인 영업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인 시설권리금, 미래에 창출될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
익권리금(1년분의 영업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21), 임차권 양도 시 전임차인과 임
차권 양수인은 이러한 여러 성격의 권리금을 교섭하여 권리금을 수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3년 실시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권리
금이 수수되고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의 85%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
다고 응답하고 있다. 권리금의 규모도 서울의 경우 평균 4,195만원,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2,866만원이고, 상가권리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와 같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투여한 자금
이나 그에 따라 형성된 상가건물의 상업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권리금은 임차권 양
도 시 전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임
대인이 임차권 양도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이나 임차권 양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우 심각한 분쟁
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 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은 큰 재산적 손실로 중산층에서 바로 신빈곤층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러한 점에서 임대차의 갱신 또는 양도 거절의 정당성 심사 외에 임대차의 부당한 갱
신 또는 양도 거절 시 임차인의 투하자금 회수방안 내지 권리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어

21)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권리금 법제화,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정 - 상생의 시작입니

다” 보도자료 2013. 9. 24. 

22) 법무부, 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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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임대차의 법정갱신(자동갱신)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거절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는 장기임대차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상가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와 함께 영업을 위하여 투하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기
간을 보장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가임대차법제에서 “퇴거
료보상”이라는 금전보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임대차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
차인이 회수할 수 없게 된 투하자금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
인이 투하한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상권이 발달한 주에서 재산법이나 판례 법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차권양도 승낙거절 
시 정당성 심사제도나 일본의 임차권양도 허가재판 제도의 취지도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나.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인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
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또는 전대를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로 보아 임대인의 승낙
이 없으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양도가 거부되
는 경우 임차인은 투하자본인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상 박탈되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 민법이 취하는데 일반적인 태도가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단양도로서 불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은 문제가 있다.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사전승낙제도에 대한 민법의 태도가 
상가임대차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등한 계약관
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우리 판례도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과 임
차인 사이의 신뢰에 바탕한 계약관계를 배신하는 정도가 이른 정도가 아닌 한 임차권 
양도를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
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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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
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
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
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임차
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처(피고)와 협
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여 처가 그곳에서 혼자 가구점을 경영하다가 다
시 재결합 하여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임
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안이
다. 위 판결은 배신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임대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아래에서 언급할 일본의 신뢰관계파괴이론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이다. 

이에 비해 영미의 보통법의 법리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임차권도 재산권의 하나인 
만큼 임차권 양도도 원칙적으로 양도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다만 당사자의 계
약에 의하여 임차권 양도 시 임대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 결국 이러한 임차권 양도의 자유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임차권 양도 시 임대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의 규정이 있다 하
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unreasonable)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그러한 
부당한 승낙거절은 임차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
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단행위이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승낙거절이 권리남용에 해당하
는 경우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우리의 판례법리 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익을 균형 있게 교량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승낙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5. 12. 발의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협력
의무에 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현재의 권리금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23) 이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승낙

2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의원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법무부가 2014. 9. 23. 보도자료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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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투
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던 종전의 배신의 이론에 따른 판례 법리보다
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를 통해 권리금 등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미국의 판례 법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임차권 양도에 관한 승낙거절 내지 승낙거절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에 관한 정당성 심사 제도가 사실상 도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일본과 미국의 상가임대차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임차권 양도에 관한 승낙
거절의 정당성 심사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임차권 양도 승낙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제도

가. 영미의 보통법상 임차권 양도 자유의 원칙  

임차인은 임대점포에 많은 금액을 들여 시설, 홍보 등을 통하여 단골손님을 확보하
거나 혹은 이미 이렇게 확보된 점포를 당해 임차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권리금을 회
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
의 권리금을 박탈하고 자신이 이를 갖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양도를 거부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임대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를 허락 또는 거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거부권에 제한을 두어 임차인의 양
도, 전대를 보호한다. 이것은 법령과 판례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영미 
보통법(common law)상의 기본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24) 캘리포니아, 
뉴욕 등을 중심으로 양도 및 전대에 관한 민법, 특약의 형태, 각 사안에 따른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심사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를 조정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25)  

영미 보통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권(leasehold)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임대차법 개정내용과 동일하다. 

24) 통상 법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법전으로 쓰인 성문법, 법원의 판례가 축적하여 이루는 불문법, 

형평(equity)에 기하여 적용되는 일반원리이다. 위 세 가지 종류 중, 보통법은 법원의 판례로 발달한 불문법

에 해당한다.   

25) 연구를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 한정한 것은 미국에서는 주 마다 법이 상이하여 주법을 특정해야 했고 캘리

포니아와 뉴욕주는 대도시와 인구가 많아 임대차관계가 다른 주에 비하여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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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해 법률규정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
다.26)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권의 전대와 담보제공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임차권도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인한 것이다. 임대
차가 계약(contract)으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재산권 내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양
도(conveyance of a property interest ; leasehold)로서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
산권의 양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자유의 원칙이 임차권에도 적용된다
고 보는 것이다.27)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양수인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즉, 임차권의 양도로 임대인과 양수인간에는 privity of estate가 형성된다. 임대인은 
양수인의 차임지급의 특약(covenant to pay rent)에 근거하여 또는 재산권과 함께 
이전되는 특약(covenant in the lease that runs with the land)의 효력에 근거하
여,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28) 양수인은 그 밖의 임차인
이 임대차계약상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종전 임차인보다 더 
나은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29) 또한 당초의 임차인에게 인정되었던 갱신청구권 등은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양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새
로운 임차인인 양수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의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30) 양도인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양수인이 차임지급의 특약을 한다 하더라도 면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양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1) 한편, 양수인은 재산권과 함께 이
전되는 특약에 따라 차임지급의무 등 모든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
로 인하여 양도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32) 다만, 양수인의 책
임은 임차권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기왕에 발생한 채
무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양도인)의 책임이 존속된다. 양수인이 지급
하지 아니한 채무를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구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양
도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차권의 양
도로 양도인은 이미 그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이해관계를 떠났다고 보기 

26) Restatement Second, Property: Landlord and Tenant § 15.1(3).

27) Alvin L. Arnold, Jeanne O'Neill,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Part I Basic Lease Clauses, 

Chapter 31. Assignments of Leases, and Subleases; Leasehold and Fee Mortgages(이하 1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 31이라 한다.) §31:1 Introduction 참조.

28)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6. Privity 참조. 

29)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5. Generally 참조. 

30) 1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 31:2 Assignments and subleases 참조.

31)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7. Generally 참조. 

32)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7. Generall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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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33)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특약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
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와 임대
차 또는 전대차 관계를 맺게 된 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양도나 전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미
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의 영업이 임대목적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대표적으로 
건물의 품위 문제, 업종제한이나 중복 등), 임대료를 매출액에 비례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수료매장) 양수인의 매출이 양도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양도인과 임대인이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의 잔여 상
가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등을 들고 있다.34) 

나. 캘리포니아주 민법 규정

(1) 캘리포니아주 민법의 임차권 양도 승낙제도의 시사점

캘리포니아 주의 민법과 판례에서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려는 경
우 임대인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한 행위가 합리적인지를 여부를 법원에서 판
단할 수 있다. 그 거절이 불합리한 경우, 임차인, 전차인 또는 양수인은 전대나 양도
에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임차권 확인의 소, 합법적인 전대나 양도를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임은 임대 기간 동안 임
대목적물에 축적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 법에서는 임대계약서 상에서 임차권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보지만,35) 캘리포니아 주 민법은 그러한 약정을 허용한다.36) 그러나 이러한 
완전 금지 약정이 없거나 금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야 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양도, 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
다.37) 이것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임차인의 임차권의 양도를 보호함으로써 임
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임차권 양도와 합리성 심사에 관한 캘리포니

33)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8. For rent paid by lessee 참조. 
34) 1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 31:6. Assignments and subleases—Lessor objections to 

assignments or subleases 참조.

35) 프랑스 상가임대차법령 제35-1조에서는, 형식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영업권 또는 그 기업을 매수자에게 동 

법령에 따른 임대차계약 또는 그 권리를 임차인이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36) Cal. Civ. Code § 1995. 230 (Westlaw, 2014).

37) Cal. Civ. Code § 1995.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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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민법은 Kendall v. Pestana 판례와38) Cohen v. Ratinoff 판례를39) 계기로 제정 
되었다.40) Kendall v. Pestana 판례에 나타난 보통법의 법리에 따르면, 재산은 자유
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하기에(free alienability of property is generally favored) 
임차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Kendall v. Pestana 판례
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 또는 전대하여, 기존의 임대료보다 높
은 양도 차액을 수입으로 얻는다는 이유로 양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시세가 떨어질 경우 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
를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지불해야 하는 만큼, 그와 반대의 경우에도 임차
인이 전대나 양도를 통해 기존의 임대료를 넘어서 창출한 수익 역시 임차인에게 귀속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차인이 양도를 통해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더 큰 수입을 창
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양도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비합리적인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41) 실제로 위 조건은 이하에서 검토하게 될 판
례의 임대차계약서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임대인의 사전 승낙 없이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미국 임대차계약서의 약정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약정과 
그 형식과 문구가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계약서나 법에서는 ‘임대
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약정과 같은 제한이 없다. 이
로 인해 임대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낙을 거부 하더라도 승낙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무단양도가 된다. 결국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전부 따르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 양수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양도가 결렬된다고 하여도, 동의 없는 양도는 위법하다
고 보고 임대인의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양수인이 입는 권리금 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
성은 상당히 희박했다. 다행이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방해’의 점을 구체화하는 데에 우리
나라도 미국의 정당성 심사 규정을 반영하여 임대인의 양도거부권 남용을 평가할 수 
있는 사법심사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38) Kendall v. Pestana, 40 Cal.3d 488 (1985).

39) Cohen v. Ratinoff, 147 Cal.App.3d 321 (1983).

40) Cal. Civ. Code § 1995. 270 (Westlaw, 2014).

41) Cal. Civ. Code § 199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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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dall v. Pestana, 40 Cal.3d 488 (1985).

1. 사실관계

  산호세(San Jose)시는 산호세 시 소유 공항 중 14,400평방미터를 Janice Perlitch에게 임대하였고, 

Perlitch는 위 임차권을 Earst Pestana 기업에게 양도하였다. Perlitch는 임차권을 Pestana에게 양도

하기 전, Robert Bixler에게 1970. 1. 1.부터 25년 동안 위 임대목적물을 전대하였다. 그 전대차계약

은 처음 5년을 기간으로 정하여 네 번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마다 차임을 올릴 수 있도

록 약정했다. 

  이에 따라 Bixler는 1970년부터 1981년까지 Flight Service라는 회사명으로 위 임대목적물을 항공

기 유지와 수리에 사용하였고, 1981년 이 사업을 기존의 시설, 물품재고, 필요한 장비, 전대차계약서

를 포함하여 전부 Jack Kendall, Grady O' Hara and Vicki O' Hara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다. 

  Kendall은 Bixler 보다 재무상태가 건전하였고 순 자산도 더 많았다. 또한 Kendall은 기존의 전대

차계약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양도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야 하다고 되어 있었고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양도 내지 전대는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기존

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Bixler는 Perlitch의 임차권 양수인인 Earnest Pestana 기업에게 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하

였다. 그러나  Pestana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에게는 승낙을 임의대로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한번 거절을 한 임대인은 다시 만약 Kendall이 “더 높은 임대료와 다른 추가적인 열악한 조

건”을 받아들인 다면 양도를 승낙하겠다고 하였다. 

  Kendall은 그와 같은 열악한 조건을 거부하였고 양수가 결렬되었다. 이에 양수받기로 하였던 

Kendall은 권리확인에 따른 승낙의 의사 진술의 표시의 소 injunctive relief(specific performance)

와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양도에 대한 승낙 거절은 정당하지 않고 임차권 이전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첫 번째 쟁점은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승낙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약정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자의적으로 혹은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승낙을 거부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리고 다른 조건도 기존보다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

다. 

  보통법 법리에 의하면 임차권 양도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에 있는 그러한 

임차권제한 약정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 약정처럼 임대인은 임

차인이 승낙 없이 양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계

약서에서 한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량을 주도록 약정한 경우, 그러한 재

량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뢰의 원칙(good faith)과 공정거래(fair dealing)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는 약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거부권은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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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에 대한 정당성 심사 

캘리포니아 주 민법(이하 ‘주 민법’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 양도에 대
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차권 양도에 관한 사전 동
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The landlord's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는 조건을 넣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조건의 
예를 법에서 직접 명시했다(캘리포니아 주 민법 1995.250.).

유가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지,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을 독점적으

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시설물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갖

는다. 임차인은 또한 부동산임대 시장이 위축될 때에도 (기존의 약정된 차임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감수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시장에서의 호황 때문에 얻게 될 임대

차계약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왜 이를 빼앗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임대인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계약서에 따라 차임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상의 

조건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양도나 전대에 대하여 오직 임대인의 사전적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

는 경우 그러한 승낙은 오직 양수인이나 사용 목적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만 

거절할 수 있다. 즉 이 사안에서는 예정된 양수인이 재정적인 상황이 보장되고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줄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거부는 위법하다. 

3. 시사점 

  이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 또는 전대를 하여, 기존의 임대료보다 높은 수입을 

얻게 된다고 하여, 임대인은 소위 배가 아파서 양도나 전대를 거부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시세가 떨어질 경우 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감

수해야 하는 만큼 그와 반대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대나 양도를 통해 기존의 차임을 넘어서 창출한 

수익도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귀속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위 판례로 인하여 임차권 이전에 대하여 

합리성 심사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 민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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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리성 심사의 범위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는 합리성 심사는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다. 나아가 임대인
의 동의를 요구하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지만 승낙을 거부하
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 규정을 임대
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합리성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캘리포니아 주 민법 1995.260. 상단). 

(4) 신의칙

캘리포니아 주 민법은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제외하고도 임대계약서 상에서 약정에 근
거하여 구제방법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실효의 원칙(waiver)과 금반언의 원
칙(estoppel)을 포함하여 형평성(equity)에 근거하여 항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민법 1995.300.). 

< 캘리포니아 주 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

1995.250.  A restriction on transfer of a tenant's interest in a lease may require the 

landlord's consent for transfer subject to any express standard or condition for giving or 

withholding cons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ither of the following:

   (a) The landlord's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b) The landlord's consent may be withheld subject to express

standards or conditions.

< 캘리포니아 주 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

1995.260.  If a restriction on transfer of the tenant's interest in a lease requires the 

landlord's consent for transfer but provides no standard for giving or withholding consent, 

the restriction on transfer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an implied standard that the 

landlord's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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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민법에서 명시하는 실효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은 모두 우리나라 민

법 제2조에서도 명시하는 신의칙에 따른 일반원리이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
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 
법원칙이다.42) 신의칙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즉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석하거나 
법률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지침이 된다. 

신의칙으로부터 파생된 실효의 원칙(waiver)이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됨에 따라 때늦은 
권리주장이 부당하고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즉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주장으로 생각되
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권리는 실효된다는 것이다43). 예를 들어 임대
인에게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임차인의 임차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
었고 실제로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양수인
이나 전차인으로 하여금 오랜 기간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여 앞으로 계속 사
용, 수익할 수 있을 거란 신뢰가 생긴 경우, 갑자기 그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실효의 원칙을 근거
로 임대인의 건물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금반언의 원칙(estoppel) 내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안 된다는 것이다.44) 쉽
게 말하면 자신이 했던 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42)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46면

43)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59면

44)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56면

< 캘리포니아 주 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

1995.300.  A remedy provided by law for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tenant or of the 

landlord concerning transfer of a tenant's interest in a lease, including a remedy provided in 

this article, is (a) subject to an express provision in the lease that affects the remedy and 

(b) subject to any applicable defense, whether legal or equitab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iver and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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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와 그에 곤한 귀책 및 그에 의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관적
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양 자중 어느 하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칙의 
적용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모순의 정도와 신뢰의 보호가치의 정도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45)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
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
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6) 금반언의 원칙에 따르면 임대인이 양도를 승낙하
여 양수가 이루어졌고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다시 승낙을 번복하여 이미 
이루어진 양도를 거부한다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 

(5) 승낙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 

입증책임에 관하여 주 민법은 임대인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는지 여부
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차인은 서면으로 양도를 거
부하는 이유를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적정한 시간 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주지 못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족하다(캘리포니아 주 민법 1995.260. 후단). 즉 임차인이 임
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한 후 동의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양
도를 거부하겠다고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주지 않고 있으면, 비합리적인 이
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양창수 주해(1), 119

46) 대법원 2007. 11. 29. 2005다64552. ; 그 밖에 영미법상 estoppel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판례의 동향

에 관하여는, 김제완,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노사합의와 신의칙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퇴직금" 인권과 정의 제443호 (2014. 8) 참조.

< 캘리포니아 주 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

 1995. 260. Whether the landlord's consent has been unreasonably withheld in a particular 

case is a question of fact on which the tenant has the burden of proof. The tenant may satisfy 

the burden of proof by showing that, in response to the tenant's written request for a 

statement of reasons for withholding consent, the landlord has failed, within a reasonable 

time, to state in writing a reasonable objection to th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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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욕주 부동산법47)

(1) 임대인의 임의 거부권에 대한 제한
 
뉴욕주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하의 규정을 계약서에 약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약정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임차인에게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비합리적으로 동의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동의를 요청한 후 30일 내에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뉴욕주 부동산법 §226-b. 전대 또는 양도할 권리 1.). 

위 규정의 의미는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양도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임차인도 임의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민법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뉴욕주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임대료
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임차인에게 유
일한 해결책인 자’인 경우에만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양도, 전대에 관하여 임차인에게는 해지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민법과
는 대조적으로 뉴욕주는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48)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
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47) Laws of New York, Real Property Article 7- Landlord and Tenant §226-b. Right to sublease or 

assign 1. (전대 또는 양도할 권리 1.) 주택임대차에 관한 것이지만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에 대하여 임대인

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48) 뉴욕주 부동산법 §226-b. 전대 또는 양도할 권리 5.

< 뉴욕 주 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

 §  226-b.  Right  to  sublease or assign. 1. Unless a greater right to

  assign is conferred by the lease, a tenant renting a residence  may  not assign his lease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wner, which consent may  be  unconditionally  withheld 

without cause provided that the owner shall release the tenant from the lease upon request of 

the tenant  upon thirty  days  notice  if  the owner unreasonably withholds consent which 

release shall be the sole remedy of the tenant. If the owner  reasonably withholds consent, 

there shall be no assignment and the tenant shall not be released from the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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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 혹은 거부할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에 대한 승낙을 구함에 있어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기우
편을 사용해야 한다. 승낙을 구하는 통지에는 이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전
대의 조건, (ii) 예정된 전차인의 성함 (iii) 예정된 전차인의 사업장 또는 주거지 주소 
(iv) 임차인이 전대를 하려는 이유 (v) 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소  (vi)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또는 임대차 보증인의 동의 (vii) 예정된 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같이 첨부한다. 위 사본에는 임차인과 예정된 전차인이 위 
전대가 사실이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요청사항을 우편으로 보낸 후 10일내에 임대인은 요청에 대한 거부가 비합
리적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
한 요청하는 추가정보는 과도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승낙을 구하
는 우편이 발송된 후 30일내에 혹은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정보에 대
한 우편을 보낸 30일내에 (위 두 기간 중 늦은 것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거부할 것이라면 거부하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통
지를 하지 못할 경우 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목
적물은 승낙 내용에 따라 전대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임차인의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유지된다. 만약 임대인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
우, 임차인은 승낙 요청내용에 따라 전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신뢰의 원칙을 위반
하여 승낙을 거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과 절차에 따른 비용을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뉴욕 주 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

(b) The tenant shall inform the landlord of his intent to sublease  by mailing  a  notice  of  

such  intent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Such  request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information: (i) 

the term of the sublease, (ii) the name of the proposed sublessee, (iii) the business and 

permanent home address of the proposed sublessee,  (iv)  the  tenant's  reason for subletting, 

(v) the tenant's address for the term of the sublease, (vi) the written  consent  of  any 

cotenant  or  guarantor  of  the lease, and (vii) a copy of the proposed sublease, to which a 

copy of the tenant's lease  shall  be  attached  if available,  acknowledged by the tenant and 

proposed subtenant as being a true copy of such sub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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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뉴욕주 부동산 법 규정은 임대인의 양도거부권을 규율하고자 상가임대
차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양도, 전대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 어떻게 해
야 하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 가를 알려주는 예가 될 수 있
다. 누욕주시 법과 같이 승낙과 답변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이루어 질 
경우 분쟁의 소지나 그 해결도 용이해질 것이다.  

라. 미국의 판례 법리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의 기준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
뢰의 원칙과 공정거래의 원칙(good faith and fair dealing)에 근거하여 다음 네 가
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이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를 때 1)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자력(financial instability)이 있는지 2)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inability to fulfill terms of the lease)이 인정되는지 3) 임대목적물의 사용 용
도의 적합성 내지 합법성(suitability of premises for intended use or intended 
unlawful use of premises)이 인정되는지  4) 점유의 성격(nature of occupancy)
은 어떠한지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49) 

 

49) Astoria Bedding v. Northside Partnership, 657 N.Y.S. 2d 796 (1997).

(c) Within ten days after the mailing of such  request,  the  landlord  may  ask  the  tenant  

for  additional  information  as  will enable the landlord  to  determine  if  rejection  of   

such   request   shall   be unreasonable.  Any  such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shall 

not be unduly burdensome.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mailing of the  request for  consent,  

or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reasonably asked for by the landlord, whichever is later, 

the landlord shall send  a  notice  to the  tenant  of  his  consent  or,  if  he does not 

consent, his reasons therefor. Landlord's failure to send such a notice shall be deemed to be 

a consent to the proposed subletting.  If  the  landlord  consents,  the premises  may  be  

sublet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but the tenant thereunder, shall nevertheless remain  

liable  for  the  performance  of tenant's  obligations  under  said  lease.  If  the  

landlord reasonably withholds consent, there shall be no subletting and the tenant shall not 

be released from the  lease.  If  the  landlord  unreasonably  withholds consent,  the  tenant  

may sublet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and may recover the costs of the proceeding and 

attorneys fees if  it  is  found  that the owner acted in bad faith by withholding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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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자력(financial instability)

미국 판례 사안을 보면 임대인이 양도나 전대를 승낙 한 후 양수인이나 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를 정당성 심사기준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양도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임대인에게 가장 중
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경제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들은 양도를 거부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aritas v. Govei 판례 사안은 임차인의 자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50) 이 사안에서 Haritas(임차인)과 Govei(임대인)은 계약서에 임차권을 양도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임대인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양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약정하였다. Goveia는 예정되었던 양수인이 자력도 충분
하였고 사업경력도 있었음에도 양도를 거부하였다. 양도를 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
한 Haritas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을 했다. 이에 임차인(Haritas)은 임대
인의 양도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고 이 사안에서 양도를 거부하는 것
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임대인에게 양도를 거부함으로써 임차인의 폐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임대인이 양도를 거부할 시에 임차인은 폐업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때 임대인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손해가 없는 점, 양수인이 사업을 오래 
경영해 왔고 자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거부는 불합리하므로 임대인은 
폐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새로운 양수인이 임대인
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자인 한,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양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양도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로는 양도가 임대인에게 
미칠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기준임을 밝혔다. 

 
(2)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inability to fulfill terms of the lease) 

이는 계약기간, 임대료, 그 밖에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르는 제한 등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예정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기준이
다. 대부분의 계약 조건은 자력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부분도 결국 양수
인 또는 전차인의 자력 내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가 결정한다. 이를 위해 양수인의 양수 사업에 대한 영업능력이나 경영경력도 판단
의 근거로 활용된다. 

50) Haritas v. Goveia, 345 Mass. 744.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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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목적물의 적합성 내지 합법성(suitability of premises for intended use 
or intended unlawful use of premises)

먼저 ‘적합성’이란 양수 내지 전차된 임대목적물이 쓰이는 용도가 다른 임대목적물
에 적합간가 여부를 말한다. Cafeteria Operators v. AMCAP 판례51)사안은 임대인
의 전차인의 영업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대를 거부한 사안이다. 임차인은 쇼핑몰
에서 카페테리아 스타일의 식당(보통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저렴한 식사를 제공)을 사
용하는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영업이 계속 실패하자 식당 중 일부를 전
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일반식당을 경영하고 싶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전대를 원했
고 임대인은 승낙을 구했지만 전차인의 영업이 전체 쇼핑몰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임차인은 위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
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예정된 전차인의 식당이 같은 종류의 식당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어서 교통정체와 주차문제가 염려된다는 점, 식당이 늦게까지 영업을 할 것
이고 특히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소음과 안전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쇼핑
센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에 전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통상 쇼핑몰과 같이 대규모의 임대목적물을 구분하여 여러 임대를 주는 경우, 각 
임대목적물의 사용용도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한 부분의 임대목적물의 
사용용도가 전체 쇼핑몰의 분위기나 다른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객관적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
측되는 경우 전체 임대목적물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전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Time v. Tager 판례52)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Time-Life빌딩을 소유하고 이를 임
대하고 있었는데, 이 빌딩은 Rockefeller 센터에 위치한 소위 명품빌딩이었다. 이 사
안에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일부를 전대하려 하였으나, 일부 전대는 위 센터에 부
적합하다고 하며 거부하였다. 위 거부의 합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건물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상가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체 임대목적물의 사용목적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정
당한 거부라고 판시하였다.   

둘째로 ‘합법성’이란 사용용도가 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건물에서 양수인이 마약을 판매 하거나 생산하는 영업을 하려하는 경우 이
러한 용도는 위법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와 같은 양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

51) Cafeteria Operators v. AMCAP/Denver Ltd., 972 P.2d 276 (Colo. Ct. App. 1998). 

52) Time, Inc. v. Tager, 260 N.Y.S. 2d 413 (Civ. Ct. N.Y. Cty.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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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합성이 떨어져 다른 임차인의 영업이 방해받게 될 경우 임대인은 다른 임대인으

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어려워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합법성 역시 이를 
결한 경우 영업주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
인 임대료를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가지 기준 역시 
그 기준 자체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기보다는 임대인이 임대차사업을 통하여 얻을 임
대료를 보호함에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거부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4) 점유의 성격(nature of occupancy)

마지막으로 점유의 성격(nature of occupancy)이라 함은 사용 용도가 미치는 물
리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임대목적물을 공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혹은 사
무실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임대목적물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만약 임대인
의 건물을 조용한 주택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이곳에서 유독가스를 방출해야 하는 제
조공장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양도나 전대를 정당
하게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점유의 성격은 앞서 언급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
료가 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합리성 심사 기준의 공통점은 임차권 양도를 거절하는 합리적인 사유
가 미래의 양도나 전대가 임대인의 목적물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 또는 객관적인 영
향이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나 임대차약정기간 또는 
양수인, 전차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 종교, 도덕적인 선호나 신념 등을 이유로 임차
권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merican book 판례에서는 보수적인 종교 
대학의 법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피임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라는 이유로 
전대를 거부하였다. 이에 법원은 임대인의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도덕적인 이
유로 전차인이 싫기 때문에 전대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전차인
에게 전차권을 인정하였다. 

American Book Co. v. Yeshiva Uni. Development Foundation, 297 N.Y.S. 2d 156 (1969).

1. 사실관계 

  American Book이라는 회사는 임대인 A로부터 158개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한 개의 사무실을 임

차하였다. 그러나 American Book이 다른 회사와 통합되면서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빌딩에는 추가적인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American Book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을 전대를 주고 나

- 94 -

 
마. 임대차계약 시 양도승낙 조건의 유형별 분석 

(1) 특정 사유나 조건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인정되는 유형 
 
첫 번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특정 

가려고 했다. American Book이 임차하는 동안 임대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전대를 하려고 할 당시 임

대인은 상당히 보수적인 종교 색채를 띠는 Yeshiva 대학의 법인이었다. 

  한편 Planned Parenthood-World Population( PPWP는 피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지지하는 

비영리시민단체)는 물품보관소로 사용하고 출판 업무를 위하여 American Book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

실을 전차하려고 했고, 위 사무실에서는 낙태의료서비스나 이에 관한 상담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

다.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전대에 대하여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는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하였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이 임대목적물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이 대학의 교육 활동과 현재 임대목적물의 용도에 상

반”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임차인은 권리확인청구와 전대에 동의하라는 의

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specific performance)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의 업무가 임대인의 업무에 따른 정치적, 종교적 성향이 상반되는 경우, 이것이 전대를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2. 판결요지 

  임대인의 개인적인 성향, 신념, 기호는 전대를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의 고려대상이 아니

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연계된 교육 기관이 상업적인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상업적인 책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여느 다른 소유자와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사유인지에 관한 

기준으로는 (a) 전차인의 자력 (b) 임대목적물의 사용용도의 적법성 (c) 점유의 특성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거절은 불합리하며 임차인은 동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승낙하여야 한

다.   

3. 시사점 

  전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양수인 내지 전차인의 정치적 선호, 개인적인 가치관, 종교적 신념

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미국판례는 양수나 전대가 가져올 경제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임대목적물에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

다고 한다. 

  나아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 해석이 단순한 민법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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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지 특정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인정되
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실체관계에 대한 변동 없이 법인격만을 형
식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다.53) 

① 개인사업자나 조합 형태로 있던 임차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이
다. 이와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차권의 양도이지만 실질상의 변동은 없으므로 임
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 임차인이 새 조직에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만일 조직변경 후 주식이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최초의 조직변경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가 가능하지만, 
그 후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두기도 
한다.

②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이다. 예컨대, 종전 임차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
도로 건물을 사용할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이다. 

③ 임대건물 중 공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는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사유가 양
도인과 임대인이 경쟁관계에 서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주로 대형
건물의 임대에서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의 직접 임대와 경쟁
관계에 서기 때문에 문제되지만, 공실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
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④ 임차권 양도의 횟수나 면적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이다. 예컨대 임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또는 임대면적의 50% 미만에 한하
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2)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만 약정
되어 있고 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재한 경우
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임대인인 아무런 
근거 없이 양도를 거부 할 수 있는지가 여부가 Cohen V. Ratinoff54) 판례에서 쟁점

53) 1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 31:9. Assignments and subleases—Right to assign or 

sublet upon specified conditions 참조.

54) Cohen v. Ratinoff, 147 Cal.App.3d 321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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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고 여기서 나온 대법원의 입장이 1995년에 캘리포니아주 민법 1995. 260.조
로 제정되었다

Cohen v. Ratinoff, 판례 사안에서 카페트 사업을 하는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4년
으로 하고 임차권을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임대인과 
계약을 맺었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에 임대차목적물을 다른 카페트 회사에게 양도
하려고 하여 임대인에게 승낙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거절하였다. 임대인의 법정대리
인은 임대계약서에서 양도를 허락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은 임의대로 양도를 거
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대인의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은 다른 카페트 회사와 
맺었던 양도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위반
과 공정거래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승낙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정당성 심사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본안을 판단할 것을 명하였다. 신뢰의 원칙 내지 
공정거래의 원칙은 일반원리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도 적용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를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후 임대차계약서가 양도나 전
대에 대해서 임대인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고 상가 임대차의 
양도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을 때에도 
임대인은 오직 신뢰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임차인의 양도나 전대에 대하여 사전 승낙을 구하는 약정만 되어 있고 승낙을 정당
하지 않은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도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이유나 자의적으로 거부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민법 1995. 260조항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를 요구하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지만 승낙을 거부하거나 거
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 규정을 임대인이 정
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합리성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셋째 유형은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은 이 동의를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못하도록(such 
consent shall not be withheld unreasonably)하는 것이다.55) 이 조항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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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매우 불분명하고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통해 객관적 의미와 기준을 부여하여 왔고, 임대차 분야에서 중요한 법
리 중의 하나로 형성되어 온 바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 법리를 제정법에 도입하였는데, 임대차계약에
서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이 
동의를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임
대인의 동의가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 기준(implied standard)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6)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 법
조협회(Law Review Commission)은 여기에서 합리성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① 양수인의 신용등급(credit rating)
  ② 임차목절물 사용용도의 유사성(similarity of new and old use)
  ③ 양수인의 제반 특성(nature, quality, and character of new lessee)
  ④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사용관련 자격요건 충족 여부(requirements for 

utilities or services)57)

  ⑤ 수수료 퍼센트 방식 임대의 경우, 예상 매출
  ⑥ 기타 해당 건물의 시설, 임차건물의 다른 임차인, 임대인의 다른 임대목적물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58)

합리성의 판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현재의 임차인과 양수인간의 차임지불능력을 비
교하는 것이다.59) 양수인이 계획하는 영업에 관하여 임대인은 그 영업이 임대목적 건
물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임대인
으로서는 건물의 가치하락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동의를 거
부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다.60) 

한편,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동의 거부의 합리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

55) 1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 31:11. Assignments and subleases—Consent to assign or 

suble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참조.

56) Cal. Civ. Code §§ 1995.210 to 1995.260 (Bancroft-Whitney 1993).

57) 예컨대, 식당이나 카센터 임차권을 양수받아 그대로 운영하려는 사람이 이에 필요한 면허가 없는 경우에 문

제될 수 있을 것이다. 

58) 그 밖에 미국 판례에 나타난 고려사항도 대체로 유사하다.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2. 

Withholding consent—Commercial leases 참조.

59) First American Bank of Nashville, N.A. v. Woods, 781 S.W.2d 588 (Tenn. Ct. App. 1989) ;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3. Withholding consent—Under lease provision that consent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참조.

60) 콜로라도 주에서 양수인이 태국음식점을 개업하려 한 사안인데, 인종차별에 의한 거부인지 영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우려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List v. Dahnke, 638 P.2d 824 (Colo. Ct. 

App. 1981) ;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3. Withholding consent—Under lease 

provision that consent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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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61) 이에 관하여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툼에 관한 판
례의 동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62)

첫째, 양수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전에 상의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주
장하면서,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미국 법원은 대체로 이는 동의를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
다. 재정상태 자체는 중요한 사유가 되지만,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 상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에게 필요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거 거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
한 사례가 있다.63)

둘째, 임대인으로서 이를 검토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의를 거
부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임대인에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지 임
대인이 주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양수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의 다른 부분을 이미 임대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추가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당해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당초 임대
차계약상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양수인이 기존의 임차인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양수인과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는 임대를 해 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양수인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충분한 보증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수인의 신용상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
다. 대표적으로 종전의 임차인이 보증을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과거보다 주채무자가 하나 더 증가하는 것
이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조건부 승낙의 경우 

조건부 승낙이란 임대인이 조건을 제시하고 임차인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 

61) Ridgeline, Inc. v. Crow-Gottesman-Shafer No. 1, 734 S.W.2d 114 (Tex. App. Austin 1987) ;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3. Withholding consent—Under lease provision that consent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참조.

62) 1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 31:11. Assignments and subleases—Consent to assign or 

suble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참조.

63) D'Oca v. Delfakis, 130 Ariz. 470, 636 P.2d 1252 (Ct. App. Div. 2 1981) ;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3. Withholding consent—Under lease provision that consent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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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승낙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부 승낙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 조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법
원은 조건부 승낙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에 관한 주요 판례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Rub-a-Dub 세차장 판례  
Rub-a-Dub 세차장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면서, 

만일 임차건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기름탱크가 샐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양도인이
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인수약정을 해 주면,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를 해 주겠다
고 한 사안이다.64) 문제는 이 기름탱크가 임차인이 이 건물을 임대하기 전부터 매립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양수인과 양도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여 임차권 양도는 무산되었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소한 사안이다. 

1심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거부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
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미시시피 주 대법원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하였
는데, 다수의견은 임대인의 동의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
름탱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소수의견에서는 이에 반대하면서, 임대인의 동의권이 임대계약시 당사자간에 분명
하게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동의권의 행사를 기화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양수인에게 재정적인 문
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권을 이용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의 법리가 이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② Athar v. Hudson 주유소 판례
Athar v. Hudson 판례사안에서는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조건부 승낙이 허용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65) Athar는 Hudson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이 위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러한 동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임차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하기를 원했고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이에 대

64) Harold W. Wright v. Rub-a-Dub Car Wash Inc., 740 So.2d 891 (Miss.,1999).

65) Athar v. Hudson Service Management, 853 N. Y. S. 2d 170 (App. Div.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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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6만 불을 지불하는 경우 동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임차인
은  임대인이 6만 불을 요구하며 전대를 거부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임대인은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전대를 거부할 수 있다.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전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 거부는 합리적인 근거로
만 거부를 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모든 조건부 승낙은 위법한 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러
나 이 추가적인 금원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은 적어도 양도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내
지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양도를 거부하기 위한 합리적
인 이유는 양도가 앞으로의 차임이나 양도 목적물에 미칠 경제적인 또한 객관적인 사
유에 한한다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이러한 조건에 기한 양도의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고 보았다.  

③ Carr-Gottstein Foods Co. 수퍼마켓 판례
Carr-Gottstein Foods Co. 수퍼마켓 사건도 조건부 승낙이 문제되었던 전대차 사

안이다.66) 임차인은 수퍼마켓을 하면서 한 쪽 코너에 은행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A
은행에 전대차를 하면서, 이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였고, 임대인은 동의를 해 
주었다. 그 후 수퍼마켓을 인수합병한 Safeway사는 A은행 대신 B은행이 들어오도록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였는데, 임대인은 기왕에 같은 
사안에서 동의를 해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B은행에 대한 전대에서 오는 
임료수입 중 75%를 자신에게 지급함을 조건으로 붙여 동의를 해 주었다. 임차인으로
서는 일단 B은행과 전대차계약을 이행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 이와 같은 부당한 조
건을 붙인 동의는 불합리한 사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임대인
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하였는데, 알래스카 주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과도한 조건을 붙인 동의가 실질
적으로 동의의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동의의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충분한 심리 없이 단순히 과거에 유사 사안에서 동의한 적이 있다
는 점만으로 약식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전대차가 현재 임대인이 동일 건
물의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 임료 등 조건에 영향을 미쳐서 예
컨대 그 건물의 전체 임대차에서 오는 임대인의 총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사정이 있
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66) Norville v. Carr-Gottstein Foods Co., 84 P.3d 996 (Alask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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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충분히 추가 심리한 후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약식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임차인의 제시한 조건의 내용을 정당성 심사의 기준에 따라 판
단하여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5) 임대계약서 상에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양수인이 사용하려
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에서 임대목적물의 사용용도를 특정한 경우, 약정한 용도
와는 다른 목적으로 목적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나 전대가 허락되는지가 문
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Astoria v. Northside 판례가 있다.67) 이 판결의 사안에
서 Astoria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목적물은 가구도매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였고,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가 있
어야 전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약정
하여 계약을 하였다. 계약기간 중 Astoria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택배서비스를 하
려는 자에게 전대하려고 하였고, 임대인은 위 임대의 용도가 기존에 약정한 계약목적
에 위배된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Astoria는 임대인에 대하여 전차권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확인심판청구소송(declaratory judgement)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리는 전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만큼이나 강력하게 보호되지 않으므로 전대를 제한하는 것은 조
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임대인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양
도나 전대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때에는 그러한 거부는 오직 객관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사유로는 전대인, 양수인의 자력, 전체 임대목
적물과의 적합성, 임대목적의 위법성 그리고 점유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고 
용도에 관한 제한으로 전대를 거부하는 것은 (양도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기준에 따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임대인
의 건물의 모두 가구업을 하고 있는지 등으로 특정 영업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구판매업을 했던 장소에서 택배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여 목적물을 사
용, 수익하는 데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다
는 증거도 없다면 임대인이 전대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
로 법원은 기존의 사용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67) Astoria Bedding v. Northside Partnership, 657 N.Y.S. 2d 7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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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바. 임차권 양도·전대를 절대금지 한 계약의 경우 법원의 해석적 개입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권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
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해도 되
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다수의 주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grounds)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주
도 있다.68) 

당초에는 임차권의 양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동의 
여부에 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최근까지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동의를 유보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며, 임대인이 이에 관하여 제
한을 받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인의 동의를 유보할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특약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엄격히 한정된다고 해석한다.69)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시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달
리 동의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이 없는 특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 동의에 대한 거부권은 신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통상의 합리적
인 임대인 (reasonably prudent person)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지 객관적인 기
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
약에 있어서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할 묵시적인 의무 (implied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70)

3. 일본의 임차권 양도 승낙허가재판 제도 

가. 일본 민법 및 차지차가법의 규정

일본은 토지 임대차와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하여 서로 다

68) 1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 § 31:8. Assignments and subleases—No right to assign or 

sublet 참조.

69)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1. Withholding consent ; Restatement Second, Property: 

Landlord and Tenant § 15.2(2) 등 참조.

70) 49 Am. Jur. 2d Landlord and Tenant § 942. Withholding consent—Commercial leases ; § 943. 

Withholding consent—Under lease provision that consent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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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612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전대가 자유
롭지 않다. 그러나 토지 임대차의 경우 차지차가법 제19조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
대를 하여도 토지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 
임대인의 승낙에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허가는 행정행위의 일종인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판결을 통하여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갈음
하므로, 우리나라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건물 및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양도와 전대에 관한 승낙 문
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건물 임대차의 경우 

① 일본 민법의 규정-무단양도, 무단전대금지의 원칙

건물 임대차의 경우 일본민법 제612조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제한하고 있다. 
민법제612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여 임차권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금지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 
민법 제623조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②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원칙의 완화

그러나 일본의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서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임차인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의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차지차가법 제19조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주택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본 민법 제612조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신뢰관계파괴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신뢰 관계 파괴의 법리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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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단 양도,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특별한 사정
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最判昭28.9.25). 東京地判平23.4.5.
는 임대인의 승낙 없는 토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하여 배신성 여부를 다툰 사안으로 
배신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
단한 이유 중, 차지차가법 제19조의 규정이 있어 임대인의 승낙에 갈음하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고 있다.  

(2) 토지 임대차의 경우 

① 차지차가법의 규정 및 취지

< 일본 차지차가법 주요 관련 규정 >

제19조 (토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허가)

1. 차지권자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상의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3자가 임

차권을 취득하거나 전차를 하더라도 차지권설정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차지권설

정자가 그 임차건의 설정 또는 전대를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차지권자의 신청에 의해 차지권

설정자의 승낙을 갈음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이익의 형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조건으로 하는 

차지 조건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허가를 재산상의 급부에 연계시킬수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재판을 하려면 임차권의 잔존기간, 차지에 관한 종전의 경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필요로 하는 사정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차지권설정자가 자기스스로 건물의 양도 

또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받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의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대가 및 전대의 조건을 정하고 이를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그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

4. 전항의 신청은 제1항의 신청이 취하 된때 또는 부적법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제3항의 재판이 있은 후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하할 수 없다.

6.법원은 특히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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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차가법 제41조, 제42조는 이러한 법원의 허가는 토지소재지의 지방법원이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차지차가법 제14조는 “제3자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상의 건물 기타 차지권
자가 권원에 의하여 토지상에 부속시킨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차지권설정자가 차지권
의 양도 또는 전대를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차지권설정자에 대하여 건
물 기타 차지권자가 권원에 의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임차인은 생활이나 영업을 위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
한다. 임대차 관계에 따라서는 통상 건물의 건축 자금 등 많은 자본이 투하된다. 그
러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투하 자본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기며, 차지권자가 투하 자
본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건물 양도인데 건물은 차지권자의 소유이므로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 건물이 양도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도 양도, 전대가 이
루어지게 된다.71) 

토지 임대차의 경우 차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크게 달라
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건물임대차와는 달리 차지권 설정자에게 불이익한 사정이 없
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토지 임차인의 승낙허가재판

(1) 허가신청

차지차가법 제19조는 건물 양도에 앞선 사전 절차이며, 사후에 건물의 양수인이 승
낙을 구할 수는 없다.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도 건물의 양수인이어서 신청권은 부정된
다(大阪高判昭 61.3.17). 신청권자는 토지 임차인(건물의 양도인인 차지권자)이며 토
지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임차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동조 제1항 전단). 

71) 차지권이 지상권인 경우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의 양도, 전대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승낙은 불필요하다. 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지상

권 설정자의 승낙 여부를 막론하고 당연히 지상권이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지상권 설정자의 뜻에 반하

여, 지상권자가 건물의 양도 또는 지상권의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자가 이들의 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7.전 각항의 규정은 전차지권이 설정된 경우의 전차지권자와 차지권설정자간에 준용한다. 

단, 차지권설정자가 제3항의 신청을 하려면 차지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106 -

이에 관하여 大阪高判平2.3.23.는 차지권자와 차지의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가 전차인이 아닌 경우에,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 임차 양도 허가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의 전차인도 전차 지상의 건물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 신청이 가능하다(동조 제7항 본문). 

신청의 상대방은 차지권설정자인 것이 원칙이다. 차지권설정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승낙하지 않는 차지권설정자만이 그 상대방이 된다. 이 원칙
의 예외로는 전대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전차인이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차지권 설정자(임대인)와 차지권자(임차인 및 전대인) 가 전차인
의 양도 또는 전대를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전차인은 차지권설정자와 차지권자를 함
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은 건물, 토지 임차권 양도, 토지의 전대의 전에 해야 한다(東京高判昭45.9. 
17. 判タ257호 235). 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
다. 한편, 차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2) 허가 재판 

본조에 의한 차지권 설정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허가는 
① 차지상 건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② 제3자가 임차권을 취득했거나 전차를 하더라도 차지권 설정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없음 
③ 차지권 설정자가 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의 3개가 실질적 요건이다(1항 전단). 
위 요건 중 토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차지권설정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 허가 신청의 실질적 요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임차권을 양수 받는 양수인 및 임차권을 전대받는 전차인의 자력이 충

분하다면 차지권설정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없다. 또한 임차물의 이용상황이 변
화하는지 여부도 차지권설정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 임대차의 경우 토지의 사용수익이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토지
의 가치가 손실되거나 훼손될 우려는 없다. 그러나 토양오염을 초래하는 화약약품을 
이용하는 자가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위 허가 신청이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 

또한 차지권설정자가 임차권의 양수인, 전차인에 대하여 인적신뢰를 가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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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차지권설정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임차권의 양수인의 남편이 폭력단의 간부로 부동산침탈 혐의로 체포된 사
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자력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하더라도 법원은 허가 재판을 하려면 임차권의 잔존 기
간, 차지에 관한 종전의 경과,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를 필요로 하는 사정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2항). 위에서 언급하였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
우에도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이 인정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면 임
차권의 양수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의 설정시에 고액의 보증금 수
수 등이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임차권의 잔존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잔존기
간이 단기인 경우 기간만료시에 차지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의 정당사유 유
무가 고려된다. 우선 차지권자의 관계에서 정당사유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은 
기각된다. 그 이유는 허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기간만료시에 갱신이 거절되면 임차
권의 양수인, 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차지권자의 관계에서는 정당사유가 없다고 예측되더라도 임차권의 양수인, 전차인
과의 관계에서 정당사유의 구비가 예측될 경우에는 허가 신청은 기각된다. 결론적으
로 차지권자의 관계 및 임차권의 양수인, 전차인과의 관계에서 모두 정당사유가 없다
고 예측될 경우에만 허가 신청이 인용된다.

차지에 관한 종전의 경과로는 차지권설정자와 차지권자와의 사이에 친족관계등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인용하기가 어렵다. 당해 임대차 설정계약
이 차지권자를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한 인적관
계가 없어 많은 보증금, 권리금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 있다고 인정되어 신청이 인용되기 쉽다.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현저하면 허가 신청이 인용되기 쉽
다. 이외에 토지상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차지권 설정자, 차지권자간 협상의 경위등 
일체의 사정이 고려된다. 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허가 재판은 차지 조건의 
변경이나 증축 허가 재판(차지차가법 제17조 제1항, 제2항)과 더불어 제기되는 경우
가 많다. 차지상 건물에 대하여 증개축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
수 후에 증축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지권자는 증축허가재판을 병합할 수 있다. 

(3) 허가에 부수하는 재판(재산적 금전지급을 조건 또는 동시상환으로 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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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는 토지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를 가능하면서 사회 경제적 요청에 따
른 것이다. 한편,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토지 임대인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그 허가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지 조건의 변경
을 명하거나 또는 허가를 재산상의 급부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1항 후단). 당
사자 간 이익의 형평을 위한 차지 조건의 변경으로서는 임대료의 변경, 임대 기간의 
변경 등이 꼽힌다. 이러한 부수적 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차지
조건의 변경은 차임의 증액과 존속기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그 외의 차지조건의 변경
은 본조가 아닌 동법 제17조가 적용된다. 즉, 건물의 종류, 구조, 규모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취지의 차지조건의 변경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취지의 차지조건의 변경은 
동법 제17조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본조의 신청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함은 
앞서 언급하였다. 

차임의 증액은 종전의 차임이 근방의 유사한 토지의 차임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경
우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기회에 그 증액을 하는 것이다. 이는 동법 제11조의 
지대 증액 청구의 재판에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차임의 증액과는 달리 존속기
간의 연장은 차지권설정자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경우 법원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부수적 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상의 급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임차권의 잔존 기간, 차지에 관한 종전의 
경과,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를 필요로 하는 사정 기타 모든 사정이 고려된다. 차지
에 관한 종전의 경과에는 권리금 수수, 그 액수나 당사자간의 인적 관계 등이 있다. 
재산적 급부 액수는 차지권 가격(차지권 가격 산정방법 = 갱지가격 * 차지권비율 * 
차가권비율, 차지권비율은 도심부에서는 주택지의 경우 60%정도, 상업지역에서는 
70%에서부터 80%정도, 차가권 비율은 30%로 되는 것이 많다.)의 10% 상당액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수 예정자가 토지 임차인의 자식이나 배우자인 경우
에는 아이와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추정되므로, 나중에 임차인에게 상속이 발생하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는 점을 고려하고, 재산적 급부 액수도 비교적 저가로 산정되며, 
차지권 가격의 3퍼센트 전후가 많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을 하기 전에 감정위
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6항). 

(4) 차지권설정자에 의한 우선 양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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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토지 임대인은 법원이 정하
는 기간내에 스스로에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하도록 제기할 수 있다(3항 전
단). 이 우선 양수의 신청은 개입권 행사라고도 한다.

토지 임대인에게 차지권의 양도, 전대를 명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은 상당한 대
가 및 전대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상당한 대가는 건물 양도 대금에 임차권 양도 대
금을 더한 금액이 된다. 

이 신청은 토지 임차인의 허가 신청에 대한 토지 임대인의 대항 수단이므로 1항의 
토지 임차인의 신청이 취하된 뒤에는 토지 임대인이 본 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4항). 
또한 일단 1항 또는 3항의 신청을 인정한 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5항). 이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그 의무를 동시에 이행
해야 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3항 후단). 

차지권자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와 다른 토지에 걸쳐 건축되는 건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본조 1항에 근거한 임차권의 양도에 대신할 허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 차지권설정자가 본조 3항에 따라 스스로 건물 및 임차권의 양도를 
받는 취지로 신청을 한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법원은 법률상 임차권 및 그 목적인 토지상 건물을 차
지권 설정자에게 양도하라는 명령 권한을 부여 받고 있지만(3항), 임차권의 목적 외의 
토지상의 건물 부분이나 그 부지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명령하는 권한 및 그 외
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차지권 설정자의 신청은 법원에 권한이 없는 사항을 명하도
록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하여 차지권설정자의 신청을 부정하였던 사례가 
있다(最判平 19.12.4甲). 

다. 전차인의 신청

차지에 전대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 전대인(토지원임차인)이 양도, 전대를 승낙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전차인은 토지 전대인(토지의 원임차인)에게 1항 전단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전차권의 양도, 전대에는 토지 전대인(토지의 원임차인)뿐 아니라 토지의 원
임대인의 승낙도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의 원임대인의 승낙에 대해서는 토지 전차인
은 토지의 원임대인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1항이 그대로 적
용되지는 않는다.

7항 본문은 토지 전차인과 토지의 원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1항을 준용하여 토지 
전차인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원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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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수의 신청(개입권 행사)을 할 수 있지만, 이 신청을 하려면 토지의 원임차인
(토지 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다(7항 단서, 3항).

라. 양도 또는 전대의 허가 재판의 취소

차지차가법 19조 1항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 대한 토지의 임대인의 승낙 대신 허
가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있으면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 전대
해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의 양도, 전대
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불안정하게 되고, 또 경제 
사정의 변동이 토지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 

차지차가법 제59조는 허가 재판이 있는 경우에 재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토지 임
차인이 양도, 전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안
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토지 임대차 관계에는 다양한 태양이 있어 일률적으로 법
에 따른 6월로 결정하는 것도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
다.그래서 법원은 차지권의 양도, 전대의 재판에서 6개월의 기간을 적절히 신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타당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프랑스 임차권 양도·전대 제도

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한 다른 규율체계

프랑스에서는 ‘영업 소유권’의 개념이 정립돼 있다. 즉 영업권은 하나의 소유권처럼 
해석되어 점포를 다른 임차상인에게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구조적 차이점이 
있다. 

프랑스 민법 제1717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를 가지나, 이 권리가 금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 일본 차지차가법 주요 관련 규정 >

제59조 (양도 또는 허가의 재판의 취소)

제19조 제1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6

월 이내에 차지권자가 건물의 양도를 하지 않는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기간은 그 재판에서 신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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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해서 양도나 전대를 금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사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
차의 양도를 금하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권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1920년대에는 임
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취해졌는데 1953년 상가임대차법령은 이러한 관
점에서 영업재산을 수반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보호하는 한편, 영업재산을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전대를 제한한다는 정책을 
취하였다.

나. 임차권 양도 보호

상가임대차법령 제35-1조에 따르면 형식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영업권 또는 그 기
업을 매수하는 자에게 위 법령에 따른 임대차계약 또는 그 권리를 임차인이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다. 이 영업권 양도 금지제한의 특징은 고객의 
양도를 수반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수반하지 않는 독립된 임차권의 양도에는 본조
의 금지조항을 무효로 하는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 즉, 영업재산을 수반하지 않는 임
대차의 양도 금지 혹은 제한 조항은 유효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프랑스 민법전 
제1717조가 적용되어 양도의 금지가 가능하다. 임대차의 양도는 채권양도와 동일시되
고 프랑스민법 제1690조에 의하여 임대인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임대인의 양도승낙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한을 조건부로 하는 조항은 유효하
다.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판례는 금지조항과 제한조항을 엄밀하게 구별한다. 양도
를 다음과 같은 별개의 제약에 따르게 하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한다. ① 임차권의 양
도행위에 임대인을 관여하게 하고 그에게 양도의 공정증서의 사본 1통을 교부할 의무
를 과하는 절차조항 ② 양도인을 양수인의 의무 중 하나인 특히 임대료 지급에 대한 
보증인이 되게 하는 연대보증조항 ③ 양도의 효력을 임대인의 승낙에 의존하게 하는 
조항,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낙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
고 법원은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가할 수 있다.72)

다. 전대 제한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전대는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만 
1953년 상가임대차 법령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양도와 전대를 구별한다. 

72)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제, 1996 ,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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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도는 임차인의 영업재산의 보호 또는 노동성과의 정당한 귀속이라는 관점에서 
임대인의 승낙없이 양도가 법적으로 승인되지만, 전대에 있어서는 전대되는 건물은 
임차인의 영업활동에는 필요하지 않고 전대는 임차인의 재산을 임대하여 이익을 도모
할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상가 매장의 일부 또는 전체 전대 임대
는 임대인의 명백한 동의가 있을 때에만 허가 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21조). 

전대임대차를 원하는 임차인은 등기 등을 통하여, 전대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전대 
임차료를 명시하여 전대차 임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전대
차계약에 동의한 경우, 주 임차인은 전대 계약을 체결 할 때 임대인이 참석한다. 임
차인과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 임차인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권
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으며, 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종료되
면 전대임대차계약도 동시에 끝나게 된다. 다만 주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하게 되면 
주 임대차계약과 전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임차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은 계약갱신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전차인에 대
하여 직접 임대차의 갱신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22조). 또한 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주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다 초과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 조정권(調整權)’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21
조 (1966년 1월 3일자 제66-12호 제6조)). 

5. 영국의 임차권 양도·전대 제도

 영국법에서는 임차권은 자유롭게 양도, 전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든 영업용이든 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명시의 특약에 의하여 양도․전
대가 금지되는 것이 통상이다. 누가 임차인인가 하는 것이 임대인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73) 실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계약상의 약정에 의하
여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임대인은 1927년 임대차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개량, 개발을 비합리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었다. 양도와 전대의 큰 차이
점은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원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서 아무런 권리를 남기지 않
지만 전대는 원래의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존속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전대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에 부속된 약정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
로 임대인에게 계속적으로 책임을 진다.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원래의 임차인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전차인이 원래의 임대차 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을 

73)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제, 1996 ,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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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게 된다. 즉, 임차인에 의하여 임차권이 양도된 때에는 원래의 임차인 또는 그 차
후의 양도인이 현재 임차인의 약정 위반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
는 경우, 그 임차인 등은 Moul v. Garrett 사건74)에서 확립된 구상의 원칙에 따라 
약정을 실제로 위반한 임차인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권을 양도할 때 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과중한 책임이 부각되어 1995년 
임대차법(The Landlord and Tenant(Covenants) Act 1995) 제5조에 의해 임차권
을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약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
정된다. 즉, 원 임차인은 양도 이후에는 임대차상의 약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6. 독일의 임차권 양도·전대 제도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이지만, 독
일이나 일본의 경우,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하든가(독일민법 제549조) 법원에 신청하여 그 승
낙에 갈음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일본 차지차가법 제19
조)75). 우리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임대
인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임차인의 해지권 또는 법원을 통한 임
대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영업용건물 임대차에는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승낙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
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아니할 의무
가 있다(제540조).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3자
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여(제540조 제2항), 주택의 임대차에서 전차인이 독자적으로 
임대물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전대차를 승낙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동 공간을 전대할 수 없다. 임차인이 약정된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도 약정과 다른 사용을 중단할 것을 최고
(Abmahnung)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중단을 소
구할 수 있다(제541조). 그 밖에도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74) Moule v. Garrett (1870-72) LR 5 Ex. 132. ; 임대차법제 비교연구, 62면 재인용

75) 민선찬, 임차권 양도.전대와 임차인지위의 개선방향, 嘉泉法學 제6권 제3호 (2013.9.30.),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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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도 있다(제54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
3항). 

7. 임차권 양도 승낙거절 시 정당성 심사제도가 주는 시사점

 2014. 9. 23. 법무부가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권리금 법제
화”와 이에 따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의칙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협력의무를 
가진다. 즉,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가지며 예외적으로 임대차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나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
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
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면제된다(안 제
10조의4 제3항). 그리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미국의 판례법리에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불합리하게(unreasonable)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의 승낙을 거절할 경우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유사한 법리체계이다. 다만 손해배상의 법리 외에 임차
권 양도의 유효함을 전제로 임차권 확인청구를 구하거나 미국의 특별이행 제도
(specific performance)나 일본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승낙허가의 재판제도와 같은 
제도의 인정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임차
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
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안 제10조의 4 제2항). 여
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가 구
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는 결국 앞으로 법원의 재판실무에서 판례로 축적해 나가야 
할 영역일 것이나, 미국의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에 대한 승낙거절 시 정당성
(reasonableness) 심사나 일본의 임차권양도 허가재판 제도에서 보여 준 판폐 법리
는 우리의 판례 축적에도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서울시 등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실무에서도 위와 같은 임차권 갱신 또는 양도 거절 시의 정당성 심사에 
관한 법제나 판례법리는 조정기준을 세우는데 있어 크게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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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갱신거절 또는 양도 승낙거절 시 금전보상 

1. 임대차 갱신 또는 양도 거절 시 금전보상제도의 의미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
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
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즉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약정해야 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
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될 때에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
해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임대인이 그러한 약정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차인은 양도나 
전대를 통해서만 권리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데, 양도나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
의 권리금은 법적으로 거의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결국 임차인의 권리금은 다음 영업을 이어갈 양수인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고 이
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양도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를 막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양도나 전대를 거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5. 12. 발의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권리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도 등을 통한 권리금의 회수를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
식의 입법태도를 취하여,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방안을 입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과 일본의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제도를 중심으
로 일반적인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제도와 그 제도에서 인정하는 회수의 범위와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평가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퇴거료[立退料]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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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거료 보상의 역할 및 내용

퇴거료 보상은 정당사유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당정도까지는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에서 임차인의 불이익을 경제적 관점에서 경감하고 또한 정당사유의 부족분을 보충하
여 정당사유를 긍정하기 위한 요인이다. 

퇴거료 보상의 성격에는 정당사유의 부족분의 보전에 있고, 공용수용의 경우처럼 
임차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전부를 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最判昭 46. 
6. 17.  判時  645号 75頁, 東京地判平 21. 9. 24. LLI, 東京地判平 20. 12. 15. 
WESTLAW-JAPAN, 東京地判平 19. 10. 17. WESTLAW-JAPAN).  

재산상의 급부에는 대체 가옥의 제공도 포함하나, 통상은 금전(퇴거료)인 경우가 많
다. 퇴거료 보상의 내용으로는 ① 이전경비(이사비용, 이사 가게 될 곳을 찾는데 필요
한 비용 및 이전 통지비용 등의 실비) ② 임차권 가격(퇴거로 인해 소멸하는 임차권
의 보상을 말한다. 임차권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격의 증가가 임대인 측의 노력에만 
따른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공헌에 따른 것도 적지 않아 양당사자가 적정히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③ 영업보상(임차목적물로부터의 이전에 
따라 영업을 폐지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일에 따른 영업이익의 손실 보상) ④ 그 
밖에 임차인이 이전에 따라 오랫동안 길러온 지연적 유대를 상실하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등이 포함된다. 

나. 퇴거료 비용 평가의 요소 

일본에서 퇴거료 비용의 평가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일본에서 퇴거료 비용의 평가요소

퇴거료 비용의 평가요소

영업용

건물

①이사비 기타 이전비용(최저 10만엔)

②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둘러싼 비용(중개비, 예금, 이전의 차임-차임의 5,6개월

분, 10만엔의 차임이라면 50만엔에서 60만엔)

③대체 점포 확보에 드는 비용 

④차임차액분 2~3년 정도(신규 차임이 13만엔이라면 3만엔×24개월(혹은 36개월)=72만

엔~108만엔)

⑤임차권(차가권) 가격: 도심부의 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권에는 통상 재산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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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거료 보상의 평가의 방법

한편, 퇴거료 보상의 평가의 방법으로 판례는 (1) 퇴거에 소요되는 이전실비등의 비
용평가 및 손실보상을 퇴거료로 하는 방법 (2) 임차권(차가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거료로 하는 방법 (3) 임차권(차가권) 가격에 이전실비등
의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을 가산하여 퇴거료 보상으로 하는 방법의 3가지를 들고 있
다. 이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퇴거에 소요되는 이전실비등의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의 평가방법

우선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임차인보상]에 준하는 평가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으로 산정되는 퇴거료는 임차인이 원하지 않
는 퇴거에 따라 사실상의 상실하게 된 이익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실제차임-현행지불차임) × 일정기간 + 선불적인 성격을 가진 일
시금76)으로,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12만엔-8만엔) × 2년 + 8만엔(선불적인 성격을 가
진 일시금) = 104만엔이 되며, 이 금액이 임차권 상실분의 입퇴료 액수로 되며, 상가 
건물의 경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항목이 더해진다.

76)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괄지급,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물의 전대에 따른 승낙료, 영업 또는 거주에 따

른 장소적 이익의 취득대가, 차지차가법에 따라 강화된 임차권 설정의 대가 등을 말한다. 단 보증금은 임대인

으로부터 반환되기 때문에 위 일시금에서 제외한다.

있어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임차권(차가권)이라고 한다.

⑥수년분의 차임보상

⑦영업보상액

⑧재개발이익의 배분액

⑨이사에 따른 위자료(위로금)

⑩임대차 계약의 기간

⑪임대인이 상당한 입퇴료를 제공한 경우

⑫갱지가격

⑬해당건물에서의 연간 매출액

⑭개장공사비와 일정기간의 소득의 보상(휴업보상)

⑮기타 업종-업종이 건물소재장소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 장소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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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작물 보상

이것은 건물 이외의 토지위에 정착된 물건(공작물)의 이전에 수반되어 통상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사하기 이전대로의 재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작물에 
대한 보상이다. 

구체적으로는 
⒜ 이전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철거비 + 운반비 + 설치비) 보상
⒝ 이전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
⒞ 기능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현재가치의 보상
⒟ 점포제작에 관한 것도 임차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일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② 동산이전비용
동산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동산

으로 취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비용이 있다. 

③ 영업보상(영업폐지보상, 영업휴지보상, 영업규모축소보상)
영업휴지보상에는 [수입원의 보상] [고정적경비의 보상] [종업원에 대한 휴업수당상

당액의 보상] [거래처 손실 보상] 및 [이전에 수반한 기타 비용의 보상] 등이 있다. 
먼저 [수입원의 보상]은 점포의 이전에 따라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 영

사건번호 퇴거에 소요되는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에 따라 퇴거료가 인정된 사례

東京地判平 23. 4. 

14. WESTLAW-JAPAN

1.사실관계

임차인은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고 인근 3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차임은 21만엔이다. 임대인은 불황에 따라 영업이 부진하여 자

금융통이 어렵고, 건물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조정의 요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휴지보상, 임차인의 공작물 제

작에 관한 보상, 새 목적물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및 이사비용의 합계액으

로 372만엔의 퇴거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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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고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당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정적 
경비의 보상]은 휴업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비의 보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변동
에 수반하지 않고 영업 중에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상의 경비이다. 공조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전화등의 기본요금, 기계기구의 리스료, 차입자본이자등을 말한다. 
한편 [종업원에 대한 휴업수당 상당액의 보상]은 기업측이 부담하는 영업의 휴일정지 
기간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휴업수당 상당액의 보상이며, 종업원 평균이금의 80%이다. 

다음으로 [거래처 손실 보상]은 점포의 휴지, 이전에 따라 통상 영업재개후 일시적
으로 거래처를 상실하고 종전의 매출액을 얻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낮아진 매출
액이 종전과 같은 매출액이 될 때까지 매출 감소 상당 부분에 관련되는 한계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따른 기타 비용보상]이란 상업등기, 개점광고, 
이전통지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 관한 일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사건번호 퇴거에 소요되는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에 따라 퇴거료가 인정된 사례

東京地判平 23.  4. 

14. WESTLAW-JAPAN

1.사실관계

임차인은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고 인근 3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차임은 21만엔이다. 임대인은 불황에 따라 영업이 부진하여 자

금융통이 어렵고, 건물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조정의 요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휴지보상, 임차인의 공작물 제

작에 관한 보상, 새 목적물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및 이사비용의 합계액으

로 372만엔의 퇴거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정되었다. 

東京地判平20.7.17. 

WESTLAW-JAPAN

1.사실관계

소화33년(1958년)에 건축되었고 상업지역에 소재하여 임차인인 건축무렵부

터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직접

적인 사용의 필요성은 없으며,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이전에 수반하는 보상(휴업기간 1년간, 종업원 1월분의 급료), 

매상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이전 비용, 설비폐기비용에 따라 산정한 3800

만엔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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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차인 보상

이것에는 [차임차액보상]과 [일시금과 관련된 보상]이 있다. 
[차임차액보상]은 지급차임의 표준적인 차임상당액과 현재의  차임의 차액의 일정기

간을 보상하는 것으로, {차임차액보상 = (월표준차임액 – 월현재차임액) × 12개월 × 
보상년수}로 계산된다. 또한 그때 보상년수는 표준차임과 월현재차임액의 차액에 따라 
산정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일시금과 관련된 보상]은 이른바 예금에 관련된 보상과 보증금에 관련된 보
상으로 나뉜다. 보증금보상은 종전의 임대인으로부터 상환되는 예상액을 고려한 금액
으로 한다. 

⑤ 이전잡비보상

이전에 수반하여 발생한 잡비의 보상이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보수, 주민표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한다.

이에 관한 일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차임차액 보상년수

3배 이상 4년

2배 초과 3배 이하 3년

2배 이하 2년

사건번호 퇴거에 소요되는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에 따라 퇴거료가 인정된 사례

東京高判平3.7.16.  

判タ 779 号 272頁

1. 사실관계

미나토구 상업지역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1964년경 축조된 목조2층 건물로 

차임 3만5800엔이고 임차인은 오랫동안 가족과 전기상회를 운영하고 동시

에 주거용으로도 사용한 반면, 임대인은 부근에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부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나 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하

여 명도를 구하였다.

2. 판시요지

이러한 경우의 퇴거료는 임차권 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잔존하는 사용가능연한을 기초로 하여 연

간수입의 4년분 정도를 퇴거료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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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地判平21. 6. 

23. WESTLAW-JAPAN

1. 사실관계

소화33년(1958년)에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조 3층건물 중 지하1층의 차임이 

17만8500엔이고, 임차인외에는 임대인이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나,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임차인이 근

처에 와인바를 개점하였다.

2.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5년간 이익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차임 약 5년분인 

110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東京地判平 23. 4. 

14. WESTLAW-JAPAN

1.사실관계

임차인은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고 인근 3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차임은 21만엔이다. 임대인은 불황에 따라 영업이 부진하여 자

금융통이 어렵고, 건물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조정의 요지

영업휴지의 보상, 공작물 제작의 보상, 새 목적물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및 이사비용의 합계액으로 372만엔의 퇴거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어 조정되었다. 

東京地判平 24. 4. 

17. WESTLAW-JAPAN

1.사실관계

소화 35년경(1960년)에 건축, 도쿄지하철 역에 가까이 위치한 건물의 차임

이 49만 2500엔, 중국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간매출이 5210만엔이

고, 임차인외의 이 사건 건물임차인들이 모두 명도를 하였다.

2. 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연간 매출액에 근접한 460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東京地判平 20. 12. 

15. WESTLAW-JAPAN

1.사실관계

소화22년경(1947년)에 건축된 목조건물로 임차인은 스낵점포로 영업하고 

있고, 이 수입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수익

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2. 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임차인의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80%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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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차가권)의 시가 평가방법

임차권(차가권)의 가격 보상은 퇴거로 인해 소멸하는 임차권의 보상을 말한다.    
도심부의 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권에는 통상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일반적으로 그 가
치가 임차권(차가권)이라고 한다. 

임차권(차가권) 가격 보상은 자산가격의 증가가 임대인 측의 노력에만 따른 것이 아
니고 임차인의 공헌에 따른 것도 적지 않아 양당사자가 적정히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상가건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임차권(차가권) 가격으로 산정한 퇴거료 가액이 지불되
었다. 판례에서도 임차권(차가권) 가격을 근거로 퇴거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는 임차권(차가권)을 근거로 하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퇴거료 산
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임차권(차가권)의 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에는 일본 국세청(国税庁)이 상속세나 증여
세의 과세를 위하여 시가지 도로에 접한 토지(우리나라의 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한 표
준지와 유사)의 평가액을 정한 路線価図(財産評価 基本通達에 기초함)에서 정한 차지
권 비율과 차가권 비율을 고려한다. 차지권 비율은 도심부에는 주택지에서는 60%정
도, 상업지역에서는 70%부터 80%정도, 차가권 비율은 30%로 되는 것이 많다. 차가
권 가격은 이것을 참고해[임차권(차가권)의 가격 = 갱지가격 × 차지권비율 × 차가권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기도 한다.

그 밖에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각 산정하여 각기 차지권 비율과 차가권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산을 임차권(차가권)의 가격으로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이 

으로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

東京地判平20.7.17. 

WESTLAW-JAPAN

1.사실관계

소화33년(1958년)에 건축되었고 상업지역에 소재하여 임차인인 건축무렵부

터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직접

적인 사용의 필요성은 없으며,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이전에 수반하는 보상(휴업기간 1년간, 종업원 1월분의 급료), 

매상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이전 비용, 설비폐기비용에 따라 산정한 3800

만엔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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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엔, 건물가격이 500만엔인 경우 토지 3000만엔 × 차지권비율(0.6) × 0.25, 건
물500만엔 × 차가권비율(0.4)의 각 금액의 합계액인 650만엔이 임차권(차가권)의 가
격이 된다.

이에 관한 일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사건번호 임차권 가격을 기준으로 퇴거료가 지급된 사례

東京高判平 20. 5. 

14. 

判タ 729 号 158頁

1. 사실관계

소화4년경(1929년)건축된 60년을 경과한 목조 영업용 건물로 신주쿠 다카

다노바바역부근 상가, 차임 40만엔, 임차인은 젊은 남성 대상 의류소매판

매점으로 영업하고 있고, 대체할 상가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불가

능하지는 않은 반면, 임대인은 본 건물을 개발하여 고도의 유효이용을 하

지 않으면 회사 운영도 어려워지는 사정이며, 재건축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판시의 요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모든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완금액으로 2억8천만엔의 퇴거료제공으로 정당한 사유

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퇴거료는 임대인이 신청한 금액인 임차권 가

격과 거의 동일한 2억800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3. 당초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도쿄지방법원 1988년 1월 25일)은 ① 원고가 해당건물에 서의 퇴

거요구시 그 부지위에 중고층 건물을 건축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

는 의도가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은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고는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해당건물에서 퇴거할 경우 영업 수입의 3분의 

2를 상실하게 되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해당건물 사용의 필

요성이 대단히 강하며 ③해당건물은 노후화 하긴 하였으나 사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으며 현재 상태대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④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낮은 층의 건물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해당건물 부지에 중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퇴

거료(6300만엔 또는 1억엔)가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보완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阪地判昭 63. 10.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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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차가권)가격에 이전실비등의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을 가산하는 평가방법

이는 위 (1)과 (2)를 혼용하여 퇴거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일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31.  

判時1308 号 134頁

소화37년(1962년)건축된 목조건물의 1층으로 오사카역 근처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임차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주거 겸 점포로 사용하고 있

으며, 차임은 63만300엔, 임차인은 영업의 규모, 토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자금의 뒷받침이 있으면 인근 점포를 확보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

한 상황이고, 임대인은 고층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다. 

2.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임차권 가격인 900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

東京地判平 17. 3. 

14乙 LLI

1. 사실관계

미나토구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소화 49년(1974년) 3월에  건축된 7층 

빌딩으로 임대료 19만엔. 구조상의 문제점이 보여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 

임차인은 30년에 걸쳐 영업 장소로 사용하였고, 임대인은 경매에 의한 매

수하여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세입자는 이미 퇴거한 상황이다. 

2. 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임차권 가격의 3배인 128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東京地判平 21. 9. 

24. LLI

1.사실관계

긴자에 있는 소화 29년경(1954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조 4층짜리 점포 

겸 사무소 건물 3층을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며 차임은 월 

14만엔(부가세 별도)이며, 임대인은 빌딩을 개축할 예정이다. 

2.판시의 요지

퇴거료 액수는 임차권(차가권) 가격의 약 60%인 400만엔이 상당하며 이는 

임대인이 신청한 금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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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임차권 양도 거절 시 임차인 보호제도

가. 부당한 승낙거절에 대한 구제방법

사건번호
임차권 가격에 퇴거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을 가산하여 

퇴거료가 지급된 사례

東京高判平10.9.30.  

判時1677号 71頁

1. 사실관계

소화21년(1946년)건축된 목조2층건물, 미나토구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있

으며, 임차인이 속옷판매 점포로 영업하고 있으며, 차임 26만1360엔, 임대

인은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다.

2. 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입퇴료 2675만엔에 임차인이 임차권 상실에 그치지 않고 영업손

실이 큰 것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가산하여 산출 한 금액인 400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東京地判平21.5.26. 

WESTLAW-JAPAN

1.사실관계

소화36년경(1961년)에 건축된 건축물로 도심부에 위치한 1.64평을 임차인

은 크레이프 점으로 운영, 차임 3만5000엔이다.

2. 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임차권 가격에 이전 비용 및 손실보상의 합계금액인 535만엔으로 

결정되었다 .

東京地判平19.6.26. 

LLI

1.사실관계

미나토구 상업 지역에 위치한 13층 빌딩으로 소화 38년(1963년) 6월 건축

되어 임차인은  차임 63만 4,950엔, 음향 장치의 보수 조정 관리 전화용 

테이프 제작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20

층 빌딩 건축을 계획이다. 

2.판시의 요지

퇴거료는 임대료 차액 방식에 수정을 가해 산정하는데, 그 타당성은 임차

권(차가권) 가격(비율방식에 의해 산출된 가격)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 비

교적 타당하며 그 금액은  1,300만엔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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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임대인의 위법한 양도 또는 전대 거절에 대하여 임차인 내지 양수인 그리
고 전차인은, 권리확인의 심판 (declaratory judgement),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의 특
정이행을 명하는 명령(specific performance)으로서 동의의 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하
는 명령, 임대차 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the lease) 및 전대 또는 양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얻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1) 양도·전대된 임차권 확인청구의 소(declaratory judgment)

권리 확인 심판 청구란 이행을 명함이 없이 권리를 확인하거나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
고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
험약정에 따를 때 보험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77) 이것은 우리나
라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간의 불분명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실체법상
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권리의 존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의 소와 유사하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양도를 하려하거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임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법원
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대인이 양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임차인이나 임차
권을 양수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임대인을 상대로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차권은 양수인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법적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권리확인 청구가 
인용된 경우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적법한 양수에 따른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우리 민
사소송법 상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임차권은 양수인에게 있다’라는 형식으로 내
려진다. 

(2) 임차권 양도·전대 의사표시 청구의 소 (specific performance) 

specific performance 또는 specific relief는 구제책으로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부적절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법적 의무나 계약상의 채무를 다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78)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특정이행이라고 번역된다. 금전 손해배상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법률상 또
는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77)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2009).

78)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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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의 이행의 소 중에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소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
의 소, 즉 물건의 인도를 구하거나, 의사표시의 진술을 명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인용을 구하는 소가 이에 해당한다. 

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이 불합리한 이유로 양도를 거부할 경우, 임차
인은 자신에게 양도를 동의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이해관계가 있
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부동산 등기법 제75조), 이 경우에도 말소등기의 회복
을 구하는 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3)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 민사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른다. 양도, 전대와 관련하여서
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나 전대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캘리포니아주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의무와 계약서상에서 약정된 양도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뢰의 원칙과 공정거래에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의무가 인정되므로 임
대인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법의 손해배상 조문과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의 범위에 대한 미국 판례를 검토하겠다. 

임차권을 양도하는데 대한 임대계약서 상에서 임대인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절
해서는 안 되며 임대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전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
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에 따라 인정되는 구
제책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캘리포
니아주 민법 1995.310).

1995.310.  If a restriction on transfer of a tenant's interest in a lease requires the 

landlord's consent for transfer subject to an express or implied standard that the landlord's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nd the landlord unreasonably withholds consent to a 

transfer in violation of the tenant's rights under the lease,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provided by law for breach of a lease, the tenant has all the remedies provided for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a) The right to contract damages caused by the landlord's breach.

   (b) The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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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핀 일본 차지차가법에서는 퇴거료 보상에 있어 임대차에 특수성을 반영한 
손해 산정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민사손해배상의 법리에 근
거하여 손해를 인정한다. 

Haritas v. Govei 판례79)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거부에 따른 적극적 손해를 
인정하였다. 적극적 손해란 상대방의 행동으로 입하여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사업을 양도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예정된 양수인은 자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임대인은 양수를 허
락하지 않았다. 결국 양수가 결렬되어 폐업을 하게 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
약위반(신뢰의 원칙 및 공정거래의 원칙,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을 근거로 손
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임대인이 양도를 거부할 시에 임차인은 폐업에 따
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때 임대인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손해가 없는 
점, 양수인이 사업을 오래 경영해 왔고 자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거부
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폐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D .L. Development V. Nance 판례에서 이행이익을 손해로 인정하
였다.80) 이행이익이란 이미 성립된 채권을 전제로 하여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경우
에 채권자가 받게 될 이익을 손해로 산출한 것이다. 81) 

사안을 보면 D. L. Development는 Nance로부터 임차기간을 99년으로 정하여 임
차목적물을 전대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임대인은 불합리적
인 이유로 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이 68년
째 되던 1991. 2.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중의 일부를 McCaw라는 핸드폰 회사가 핸드
폰 기지국을 세우는 장소로 전대하는 것을 희망하여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1991. 3. 4. 임차인의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전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임대인은 
1991. 3. 11. 임차인에게 위 전대는 “임대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동의하지 않
겠다고 하였다. 첫 번째 거절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약 남아있는 임대계약의 조
건을 재협상한다면 동의해주겠다고 제시하였다.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조건을 재협상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McCaw와의 전대차계약이 결렬되자 임대인에 대하여 임
대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지적하지 못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 조
건을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전대에 승낙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가 

79) Haritas v. Goveia, 345 Mass. 744. (1963).

80) D. L. Development v. Nance, 894 S.W. 2d 258 (Mo. Ct. App. 1995). 

81)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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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때 손해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전대에 대하여 
정당하지 이유로 그 승낙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에서 임대인은 전대차 조건을 이유로 전대를 거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임대차 
조건을 재협상한다면 승낙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 
위 거부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임차인은 전대를 하지 못하였기에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전차임에 상응하는 8.400불을 배상해야할 책임을 인정하였다.  

정당한 사유로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전대가 임대인에게 미칠 경제적 손해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사유에 한하는데 남은 임대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과 사이에 유효한 전대차계약이 성
립되어 있고 임대인이 승낙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를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전대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한 승낙거부로 잃어버린 전차료 상당액
을 이행이익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례에는 8,400불이 어떻게 산정되었
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금액에 비추어 임차인이 다른 전차인을 찾을 때
까지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예정된 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이행이익을 손해로 인정한 미국의 판례는 우리나라의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가
능하게 한 점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임
차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의 방해로 계
약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양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하기로 예정되었던 권리금 상
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캘리포니아주 민법 1995.310).82) 위 조항은 앞서 검토한 뉴욕시 부동산법에도 
존재하는 규정이다.83) 다만 뉴욕주 법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임차인이 갖는 계약 해지권은 영업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여 임대료를 감

82) 1995. 310. 해지권에 대한 영문 법령은 앞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에서 표시하였기 때문에 생략한다. 
83) Laws of New York, Real Property Article 7- Landlord and Tenant §  226-b. Right to sublease or 

assig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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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어려운 때에 임대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 등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남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계약의무로부터 임차인을 해
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
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arma v. Marathon 판례 사안84)에서 계약의 해지가 임차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
한  법원의 긍정적이 시각을 엿볼 수 있어 소개한다. 사실 관계부터 살펴보면 Carma
는 Marathon과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하와 같은 특약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다. 

15(a):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러한 승낙은 불합리적인 이유로 거부
할 수 없다)이 있기 전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하여 임차인이 아닌 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15(b): 임차인은 임차권에 대하
여 양도나 전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양수인이나 전차인의 이름
과, 주소, 양도나 전대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이 송달된 후 30일 이
내에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서면에 명시된 양수인 또는 전차인과 그 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임차인은 그러한 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은 약 5년간 전대를 허락하였지만 이후 임차인이 추
가로 전대 기간을 요구하자 거절하면서 계약을 해지하였다. 동시에 임대인은 서면에 
제시된 전차임과 기존임차인과의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에 임차인은 15조 (a)부분 계약약정 위반과 신뢰의 원칙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차인은 1심, 2심에서 승소하여 5십만 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 2심에서는 해지규정은 임대차 이전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
이므로 무효라고 하였다. 임대인은 1995.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협상관계에 있으므로, 위 
계약은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며 계약을 해지시켜주는 조항은 유지하는 조항보다 임차
인에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점, 15(b)는 새로운 법제 하에서는 유효할 뿐만 아
니라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맺어진 계약조항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임대인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의 해지하고 임차인이 전대를 하려고 했던 자와 임대계약
을 맺었다는 점만 본다면 임대인의 해지가 불공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4) 2 Cal, 4th 342, 826 P. 2d 710, 6 Cal.Rptr.2d 467

CARMA DEVELOPERS (CALIFORNIA), INC ., Plantiff and Appellant,

v.MARATHON DEVELOPMENT CALIFORNIA, INC ., Defendant and Appel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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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였다는 점에서 임차인도 자력이 풍
부했고, 평등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임대인은 이미 
5년간 전대를 허락하였고 그리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대료와 전대 임대료 사
이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한 해지나 전차인과
의 계약이 신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전대하여 수익을 남기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전대를 정당
하게 거절한 이상 수익을 남길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료를 계속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고 보았다.

캘리포니아주 민법에서도 임차인 보호와 균형을 맞추어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서에 따른 임차권 양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정구제책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
한 배상청구권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캘리포니아주 민법 
1995.310). 

이것은 전대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법과 동일하다(민법 제629조 임차권
의 양도, 전대의 제한).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
의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전제
하여 제정된 임차인의 해지권 조문을 갖고 있지 않다.  

4. 영국의 시설투자(improvement)보상과 퇴거료 보상(disturbance)

영국의 경우에는 1927년 임대차법에서 점포임차인의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가 종
료하는 경우에 ‘시설물 개량에 대한 권리금보상(compensation for improvement)’
과 ‘영업권 보상(goodwill)’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시설물 개량에 대한 보상은 1954
년법에도 남아있지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삭제되었다(1954년법 제45조).

1995.320.  If a tenant transfers the tenant's interest in a lease in violation of a 

restriction on transfer of the tenant's interest in the lease,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provided by law for breach of a lease, the landlord has all the remedies provided for 

breach of contr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a) The right to contract damages caused by the tenant's breach.

   (b) The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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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투자(improvement)보상

개량에 대한 보상은 임대차의 종료시 임차인이 행한 개량행위에 대해 비용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량행위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
키는 것이어야 한다. 단 임대인이 개량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거나 임대료를 감
액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이 부정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개량에 대한 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개량을 위한 제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개량에 승낙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 반대의 통지를 하면 임차인
은 개량행위를 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적절한 개량에 해당한다는 증명서를 얻어야 
한다. 

보상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보상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액을 정한다. 보상액은 임차인이 지출한 액 또는 개량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 중 적은 액이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취득한 후의 건물이용목적을 고려하여 그 액을 정해야 하며,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보상액은 감액되거나 부정되는 경우도 있
다.85)

나. 1927년 상가임대차법의 영업권(goodwill) 보상

영업권이란 특정 건물에서 일정기간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
생하는 특별한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영업의 단골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장을 찾
아오거나 영업하는 회사의 이름을 믿고서 계속 거래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물건
이나 재고의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려고 준비하는 가격이다.”라고 정의된다. 1927년법
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었다(1927년 임대차법 제4조 제1항). 임차인이나 전 임차인이 5년이상 건물
을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권에 의해서 임대인이 더 높은 차임으로 점포
를 임대할 수 있으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했다. 임차인의 보상청구권은 임차인
이나 전임차인의 영업의 직접적인 결과에 의해서 점포에 부가된 가치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이러한 가치의 증가분을 고려함에 있어서 법원은 건물이 철거될 것인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1927년법 제4조 제1항 (a)). 그리고 법원은 보
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해야 하고 임차목적물에서 일정한 거리의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85)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 건물 임대차 법제, 199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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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영업권의 가치가 점포의 위치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업권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1927년법 제4조 제1항 (d)). 
만약 임차인의 영업권이 임대인의 관리 하에 있거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점
포의 영업제한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임대인이 입증하였다면 이 점을 고려하여 법
원은 보상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1927년법 제4조 제1항 
(e)). 임차인의 사유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임차인에게 갱신권(option for 
further term)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927년법 제4조 제1항 (f)).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제안을 수용한다면 그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
는 차임은 합리적인 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인정되는 차임으로 한다(1927년법 제4조 
제2항). 이 경우에 영업권에 의해서 점포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차임을 결정함
에 있어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원이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1927년법 제4조 
제4항). 임차인이 제4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그 보상액이 임차인의 영
업상실과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상 대신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면 임대차가 종료하는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전, 임대인의 통지에 의
해서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법원은 새로운 임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1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임차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에 차임
은 합리적인 시장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제5조 제2항). 그러나 임차인의 
영업권에 의해서 증가된 차임은 차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1954년 임대차법에서는 이러한 영업권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다만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설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
(disturbance payment)이 인정된다.

다. 1954년 상가임대차법의 퇴거료 보상(disturbance)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54년 임대차법에서는 이러한 영업권의 보상에 관한 규정
이 폐지되는 대신, 임차인에게 퇴거보상(disturbance payment)이 인정된다.

임대인은 제30조 1항이 정한 해지사유 중 (e), (f), (g) 의 사유에 의하여 신 임대차
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 제1항
의 (a), (b), (c)는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신 임대차 거절이며 (d)는 대체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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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 경우,  (e), (f), (g)는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신임대차가 거절되는 경우이
다. 즉,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신 임대차가 거절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데 보
상액은 과세표준가액(ratable value of the holding)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임차인이 해지 직전 14년 이상 계속해서 그 건물을 점유하거나, 14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이 되었다면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영위한 사업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목적물 
평가액의 2배가 된다(1954년 임대차법 제37조). 

여기서 보유재산의 평가액은 임대인의 해지통지가 발송되는 날짜에 유효한 목적물
의 연간가치(annual value)로 하며,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건물평가
액에 적절한 배분이나 합산을 통해 판단되는 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런던 몬머스 
지역에 있는 연면적 58.2㎡ 건물은 과세표준가액이 4만5598파운드다. 이 건물 1층의 
A점포(24.70㎡)는 3만4580파운드, B점포(11.30㎡)는 7910파운드, 지하 점포(22.20㎡)
는 3108파운드 등으로 점포마다 과세표준가액이 정해져 있다.86) 이 금액에 소관부처 
장관이 정하는 승수를 곱하면 보상액이 산출되며 현재 ‘1’로 책정돼 있다.

만약 평가 가액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내국세 세무청(Inland Revenue)의 
평가담당관에게 회부하고 평가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토지재판소에 회부하여 
토지재판소의 결정은 최종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즉, 1954년 법은 보상액에 대한 기
준을 목적물의 연간가치로 정하고 있어서 1927년법에서 갖고 있는 임차인의 입증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 1927년법에 의할 경우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이익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고 소규모 상가에 해당할수록 영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
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얻은 이익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얻은 이익이 임차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를 
구분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규정의 형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87) 1954년 
임대차법에서는 아예 보상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5. 프랑스의 퇴거보상(l'indemnité)88) 제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피해와 그
에 상응하는 임차권 상실에 대한 퇴거보상금을 해당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
가임대차법령 제8조). 이러한 퇴거보상금은 주로 업종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 ‘영업권
의 시가’에 이전 및 재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 추가된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

86) 이도경 기자, 쿠키뉴스, 2014. 01.15 입력.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36562&cp=nv

87) 김영두 외1인, 상가임차인 영업보호 선진입법례, 법무부, 2014, 63면.

88) 일본에서는 입퇴료, 영국의 퇴거료와 같은 의미로 프랑스는 퇴거보상(l'indemnité)이라는 용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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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가 더 작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동일한 가
치의 영업권에 대해 지불해야할 비용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된다. 

퇴거보상을 산정하는 요인으로는 ⅰ) 영업권의 시가 ⅱ) 이전비용 및 재정착비용의 
두 가지가 고려 요소이다. 영업권의 시가는 업종의 관행에 따라 평가되며, 원칙적으로 
상인이 실현한 ‘연간매출액’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업종이 
약국의 경우에는 영업권의 양도가액이 연간매출액의 90% 정도라고 한다.89) 예외적으
로 퇴거보상금이 영업권의 시가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임차권의 가치
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질 때 종전의 장소에서 
퇴거하여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고객흡인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그러하
다. 예를 들어 ‘현악기 제조자’(luthier)나 전문서적의 판매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퇴거보상금이 오로지 임차권의 가치에 의해 산정되며 이러한 경우의 퇴거보
상금은 그 액수가 영업권의 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90) 그리고 이전비용에는 반드시 이전건물에 대하여 임
차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포함되며 이사비용과 우리
나라의 휴업보상과 같은 영업의 일시적 정지에 의한 손해가 포함되고.91) 여기에 재정
착비용까지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데 다음 네 가지가 있다.
ⅰ) 상가임차인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퇴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9조 1항(1960년 7월 30일자 L. 제60-783호)). 중대한 사유
란 임대료의 연체나 미지급 또는 임대물의 훼손 등과 같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폭력, 상해, 절도 등의 계약 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대하
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영업의 정지도 갱신거절의 사유가 되며, 임차인이 이러한 심
각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임대인이 최고를 하고, 최고를 
한지 1개월 이후에도 임차인의 위반행위가 지속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만 퇴거보상을 
면제할 수 있다. 

ⅱ) 건물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비위생 상태로 인해 
철거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건물의 상태가 더 이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보상 지급의무는 면제된다(상가임대차법령 
제9조 2항). 임대인 또는 그 양수인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임차인은 재건축된 건물에
서 임차하기 위한 우선입주권을 가진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유사한 지역에 

89) 김영두 외1인, 상가임차인 영업보호 선진입법례, 법무부, 2014, 113면.

90) Th. MASSART, Droit commercial, op. cit., n° 857, p. 363. 김영두 외1인, 상가임차인 영업 보호 선진 입

법례 114면 재인용.

91)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건물 임대차 법제, 1996 ,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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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여 수요와 영업가능성에 부응하는 대체상가를 제공하면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ⅲ) 만약 안전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건축하
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
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유사한 지역에 위치한 대체점포를 제공하여 제공하게 되면 이
러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점유권을 상실하는 데에 따르
는 손해와 영업권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며 이사 및 입주를 위한 일반적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1957년 1월 5일자 L. 제57-6호 제3조).

ⅳ) 임대인의 주거를 위해 갱신을 거절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영업용부
지에 부속하고 있는 주거용 가옥에 한정된다(1960년 7월 30일자 L. 제60-783호 제5
조). 만약 임차인이 주거용 가옥의 점유를 상실하여 영업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을 증명하거나 영업용부지와 주거용 가옥이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수
할 수 없다. 가옥을 회수하게 되면 임대인이 최소 6개월 기한 이내에 입주하여 최소 
6년의 기간동안 점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점유권 상실에 대한 손
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손해
배상금에 합의를 도출하면 그에 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소
할 수 있다. 임차인은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지방법원
은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퇴거보상금은 통상 그 액수가 대단히 크므로 임대인
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거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갱신거절권의 철회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철회는 임차
인이 영업장에서 퇴거하지 않았거나 다른 장소를 새로 임차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법령 제32조).

  
6. 갱신 또는 양도 거절 시 투하자본 회수제도가 권리금 회수제도에 주는 시사점 

가. 갱신 또는 양도 거절 시 투하자본의 회수의 필요성 

임차인은 영업을 위하여 영업시설의 설치나, 광고나 홍보행사 등 많은 자금을 투여
하게 된다. 상가임대차에 있어 임대목적물의 재산적 가치의 향상에는 이러한 임차인
이 노력으로 상가건물의 상업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 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임대인
들은 이렇게 임대목적물인 상가건물의 가치증가로 인한 혜택을 임대료의 인상이나 상
가건물의 양도차익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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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들의 경우는 장기임대차를 보장받아 영업을 통하여 그 영업이익으로 이
러한 투하자본을 회수하거나 임차권 양도나 전대 시에 양수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부
터, 말하자면 일종의 premium을 받음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보증금이나 월차임과 별도의 premium은 
이러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투여한 시설자금이나 영업자금, 영업망의 가치 등을 포
괄하여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 상가임대차 실무에서는 “권리금의 회수 보장”이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퇴거
료 보상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상권이 발달한 주에서 임차권양도 승낙거절
이 부당한 경우(unreasonable),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
해배상(damages)은 임차인이 갱신 또는 양도 거절로 인한 부당한 투하자금 회수의 
길이 봉쇄된 경우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그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퇴거료 보상 내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비교 

(1) 일본의 퇴거료 보상의 범위
 
일본은 퇴거료 보상의 평가의 방법으로 ① 퇴거에 소요되는 이전실비 등의 비용평

가 및 손실보상을 퇴거료로 하는 방법 ② 임차권(차가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가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거료로 하는 방법 ③ 임차권(차가권) 가격에 이전실비 등의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을 가산하여 퇴거료 보상으로 하는 방법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퇴거 시 수반되는 이전실비 등의 비용 및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퇴거료를 산정하
는 경우 연간 매출액에 근사한 금액, 연간수입의 4년, 차임의 5년 분 내지 5년간 수
입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거료로 산정하였다. 또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의 보상(영업휴지보상)에 관해서는 휴업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휴업기
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매상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이전 비용 및 
공작물 폐기 비용이나 공작물 제작 비용등을 합산한 금액을 퇴거료로 산정하고 있다. 

② 임차권(차가권)가격을 기준으로 퇴거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상업지역 및 역 부근
에 있어 임차인의 영업의 필요성이 높고, 임대인의 경우 부지의 고도 유효이용을 위
하여 재건축의 목적이 있는 경우 임차권(차가권) 가격에 유사한 금액을 퇴거료로 산정
하였다. 임차권의 가격은 부지 가격에 차가권의 비율과 차지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되게 된다. 

③ 임차인이 퇴거로 인하여 얻게 될 손실이 임차권(차가권)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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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임차권(차가권) 가격에  이전실비등의 비용평가 및 손실보상을 전액 또는 일부 
가산하여 퇴거료를 산정하고 있다.

(2) 프랑스의 퇴거료 보상의 범위 

프랑스는 업종별로 영업권을 보상하고, 이전비 등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금전
을 보상하고 있다. 영업권의 보상액은 업종별로 달리 계산된다. 예를 들면 연간매출액
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고 약국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90%로 정도를 영업권 보상액
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전비등은 이사비용, 영업의 일시적 정지에 의한 손해, 재정착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일본의 이전비용 등 퇴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거의 유사하
다.

(3) 영국의 시설보상 및 퇴거료 보상의 범위

영국은 시설투자 비용보상과 퇴거료 보상이 있는데 시설투자 비용의 경우는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유사한 성질을 띈다. 즉,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개량하여 현재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그 비용을 평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한다. 이외에 영국은 
1927년에 영업권 보상을 규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이 5년이상 영업을 하여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 금전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어 폐지되었
고, 1954년 상가임대차법을 통하여 퇴거료 보상이 규정되었다. 갱신거절 사유 중 임
대인 측의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에 한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
전보상을 하고, 그 금전보상액은 건물과세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14년 이상인 경우에는 금전보상액을 2배로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미국은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판례는 그 배상액으로 양도거부를 하여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폐
업에 따른 적극적 손해를 인정하거나 전대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인 전대
료 상당의 이행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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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
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
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즉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약정해야 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
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될 때에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
해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임대인이 그러한 약정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차인은 양도나 
전대를 통해서만 권리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데, 양도나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
의 권리금은 법적으로 거의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결국 임차인의 권리금은 다음 영업을 이어갈 양수인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고 이
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양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를 막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울 수 있
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양도나 전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민법은 양도, 전대에 관련하여 임대인에게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
지만 임대차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신뢰와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권리
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쪽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 다른 상대방이 해
지권을 갖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가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에게 상당
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수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
지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양도, 전대를 보호하면서 
즉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를 거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면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한다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양도가 결렬된 경우, 임차인은 계
약을 해지하고 권리금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권리금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보호제도를 갖
춘 경우 임대인이 거부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투하자본 회수범위에 관한 분쟁조정의 기준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안”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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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권리금의 범위 내라고 정하고 있고 권리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차인이 
전 임차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권리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금을 평가하여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권리금은 실제로 수
수된 권리금을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권리금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된다는 점이다. 

위 법안에 대해서는 권리금은 부동산중개인에 의한 잦은 임차권 양도거래에 인하여 
상당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고, 고액의 권리금거래가 오히려 신규임차인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상권발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권리금을 무분별하게 양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
상금을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거나 주고받은 것으로 주장되는 권리금이 아니라 평가된 
권리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퇴거료 보상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포
함한 비용계산이나 임차권의 평가금액 등 일정한 룰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
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상권이 발달한 주에서 임차
권양도 승낙거절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권이 양도 
되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범위이다. 

위 개정안에서는 권리금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권리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의 외국 입법례에서 보이는 임
차권의 갱신 또는 양도 거절 시 퇴거료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는 공통적으로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여 임대차 계
약을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보상기준은 나라별로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일본, 프랑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사비
용 등 퇴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보상하고 연간매출액등에 따른 영업권의 
시가 내지 임차권의 시가 평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기준은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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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앞서 Ⅱ. 임대차계약의 갱신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최소 3년의 임대
차기간을 보장함과 함께 9년의 범위에서 3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나, 임대차의 갱신으로 
장기간의 기간이 경료되면서 임대료나 임차인의 영업종류 등에 있어 사정변경이 반영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
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
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차임증감의 기준을 다소 추상적으로만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제11조 단서에서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 비율(2015년 3월 기준 연9%)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상율의 상한선을 정하
고 있다. 

이렇게 임대차가 갱신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증감을 협의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차임의 인상율 상한
선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
차갱신 시 임대료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적으로 여러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
여 임대료 조정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실의 2013년 1월～6월 사이의 상담실적은 보면 불과 6개월 
사이에 3,809건의 상담이 진행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권의 발달이 미약한 지방소도시나 농촌지역과 달리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심과 부심지역 등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의 연장,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거절,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투하한 권리금 등 투
자자본의 회수,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 등을 둘러싼 다양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이 빈
발하고 있다. 노동사건이나 환경사건, 소비자사건 등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
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원의 임대차 분쟁사건의 대부분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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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임대차 분쟁사건이나 법원에서의 사건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일도
양단적인 해결방식으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 되기도 한다. 또
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와 달리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의 폭, 임차권 양
도와 전대, 권리금 등의 투하자본 등이 다양하고 큰 폭이어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는 법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중 임대료 조사와 통계, 권리
금의 현황 등 규모가 크고 정기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
야 한다. 이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법적근거와 예산적 
뒷받침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프랑스의 상가
임대차법92)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 조정절차, 조정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선례적인 입법례인 프랑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프랑스의 차임 증감에 관한 분쟁조정절차

가. 차임증감 분쟁조정

갱신되는 임대차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조정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어떤 분쟁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증감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지 못하
는 경우 법원에 차임증감의 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은 임
대차계약 내용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형성하는 형성의 소로써 사실상 법원이 행정
기관으로써 사법행정의 측면에서 여러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새로이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차임증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경제적 
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거나 판단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가뿐
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나 감정평가사 등 임대료의 시세를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분쟁조
정기관이 차임증감의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92) “상업, 산업 또는 가내수공업 용도 건물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관계를 규

정한 1953년 9월 30일자 법률 제53-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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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임증감 조정기준 

우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2와 제11조는 차임증감의 당사자간 협의기준으로 i) 
임차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ii) 경제사정의 변동, iii) 주변 상가건
물의 차임 및 보증금(제10조의 2의 경우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상가임대차
법 제23조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임대차 가치에 상응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의 가치는 i) 해당 점포의 특성, ii) 점포의 용도, iii) 임
대임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의무사항, iv) 점포의 영업적 가치, v) 인근지역의 통상적 
임대료 가격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프랑스 상가임대차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 조정기준은 우리 상가임대차 현실에서도 분쟁조정의 기준으
로 참작할 만하다.   

여기서 i) 해당 점포의 특성이란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주변환경, 면적 및 규모, 고
객의 접근 편리성, 고객의 수용규모, 점포의 활용성 또는 점포에서 수행되는 영업활동
을 위한 별도면적의 중요성 다양한 규모간의 관련성, 각 부분의 구조 및 점포에서 수
행되는 영업활동의 정도에 따른 적합성, 관리상태, 노후성 또는 위생상태, 과련 법령
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에 따른 적합성, 임대차에 따라 제공되는 시설의 성격, 상태 
및 활용방식, 임대한 주 점포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부속점포 또는 
부속물에 포함된 외부적 환경요소 등을 말한다(제23-1조). 

ii) 점포의 영업용도가 갱신되는 임대차에서 변경되는 경우(제23조의 2)에는 임대인
과 협의하여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변경허락 여부가 결정되는
데(제34조), 이 경우 임대료가 증가될 수 있다(제34조의 4). 

iii)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선의
무 등이 별도의 보상 없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 임대차의 가치는 낮아진다(제23
조의 3). 즉, 임대료는 감액되어야 한다.  

iv) 점포의 영업적 가치요인은 주로 주로 상업적 측면에서 점포가 위치한 시, 구 또
는 거리의 중요성에 따른 이점, 배치장소, 인근 점포와의 상업적 분산, 교통수단, 특
별한 유인요소 또는 해당 상업을 운영하기 위한 유인요소 또는 해당 상업을 운영하기 
위한 위치로 인한 불편한 점과 이러한 환경에 대한 장기적 또는 일시적 변경에 의하
여 좌우된다(제23조의 4).

v) 인근지역의 통상적인 임대료 가격은 면적단위별로 인근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위 i) ～iv)에서 명시된 조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점포와 관련성이 있는 가
격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참고기준으로 다수의 점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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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분쟁조정절차에서는 쌍방이 제시하는 참고기준 점포의 주소 및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참고기준은 임대료 결정일 및 결정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제23조의 5).   

다. 프랑스의 차임증감 분쟁조정절차

프랑스 상가임대차법 제23조의 6-1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론 구성되는 상가임
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일방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
정신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이 법원에 차임증감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
우 분쟁조정위원호의 조종의견이 제시되기 전에 법원이 먼저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
여 사실상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법원의 판결절차와 달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3개월 내에 조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조정의견을 내지 않은 경우 조
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운
영을 위하여 프랑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동등한 수의 
임대인대표와 임차인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
의 지명방식 및 운영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의 6-1).

우리의 노동위원회 제도는 동등한 수의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3자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프랑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인 임대인대
표와 임차인대표로만 구성된다는데 특색이 있다.    

 
라. 프랑스의 법원의 차임증감청구 재판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쌍방이 수락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새로
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되지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의견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의제기로 아무런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조정이 무산되는 것으로만 된다면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분쟁
해결기간만 지체한 것이 된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이 쌍방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은 경우 바로 법원
의 재판절차로 회부되어 법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을 참작하여 신속하게 판
결을 통하여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결론을 내리게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상가임대차
법 제29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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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제29조의 1은 이의제기 소장에는 반드시 차임증감에 관
한 조정청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
을 진행해야 한다(제29조의 2). 재판의 진행방식으로 판사가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하
는 현장검증이나 전문감정인에게 감정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제30조의 1). 법원
은 임차인에게 법원이 임시로 정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도로고 할 수 있다(제31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유형

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결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즉,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s)로는 크게 알선, 중재, 조정 등을 둘 수 있는데,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어떤 ADR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알선, 중재, 조정 각 방식의 ADR 제도를 살펴보고 그 중에 상가임
대차 분쟁조정방식에 적합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알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고만 한다)”은 조정과 중재
제도 외에 “알선”방식의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였다. 알선은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분쟁조정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협의를 촉진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의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선은 조정이나 중재를 위한 기본
적인 운영방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알선만으로는 분쟁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우므로 지금은 노동관계법에서 폐지되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상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하도급법 제24조)도 이
러한 알선방식의 분쟁조정을 운영하였으나, 결국 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과거와 같은 
알선방식의 분쟁협의제도는 폐지하였다. 다만 환경분쟁 조정법은 여전히 알선(제27
조), 조정(제30조), 재정(제36조)의 3가지 분쟁해결 방식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중재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
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1
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불복방법은 오로지 중재판정의 취소
의 소로써만 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는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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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넘어서 월권의 중재결정이 있거나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
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만 제기할 수 있다(중재법 제35조, 제36조). 

한편 노동관계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정방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면서도, 쌍방이 중재신청을 하거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단체협
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53조, 제62조), 조정을 쌍방이 수락한 경우나 중재결정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진다
고 하고 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중재결정이 위법하거
나 월권인 경우에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제69조 제2항).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로 3심제로 운영하는 재판절차와 달리 한 번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는 장점이 있고, 노동중재와 상사중재와 같이 전문적인 분쟁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전문가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분쟁해결에 적
합하다. 

하지만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이나, 노동사건에 
관한 위 중재결정과 같이 오로지 행정소송이나 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이나 취소의 소에서는 중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경우에만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 불복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중재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을 일반적으로 중재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 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재정(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 제36조),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의 조정(소비자기본법 제65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주택법 
제46조의4),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주택법 제52조) 등은 모두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견을 제시하면 양 당사자가 조정의견을 수락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쌍방 또는 어느 일
방이 조정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조정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재정(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제42조)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확
정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사법상 화해계약이 효과나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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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만이 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제기의 방법으로 하도

록 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바로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된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2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외의 경우, 조정의견 제시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만(소비자기
본법 제67조 제2항), 이의제기를 소제기 방식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4. 외국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주는 시사점  

가. 분쟁조정제도의 입법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각 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임대료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정위원회는 3개월 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조
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
기하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로 이어지도록 하고, 법원
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의견을 참고하여 간이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일본도 이와 유사한 민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행
사를 일본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법원에서 적정임
대료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법원의 임대료증감 재
판에 앞서 사실상 임대료증감 청구에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고려해 보면 서울특별시
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 방식은 조정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프랑스
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방식(환경분쟁 조정
법 제42조)과 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의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는 소제기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재판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2014. 12. 발의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상가건물임대차
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조례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의견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사법상의 화해계약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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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즉,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정도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의 부여하
고 법원의 재판절차와의 연계는 양당사자에 맡겨야 할 것이다.   

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소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 판사, 검사 등의 직에 있었거나 변
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하여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
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분쟁조정은 3인으로 구성(변호사 1인 포함)되는 조정부에서 담당한다. 조정 신청이 있
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을 하고, 양 당사사가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
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사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할 수 있
다.  

다. 분쟁조정의 대상과 분쟁조정기준의 마련  

위와 같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실의 상담유형을 분석해 보면 주된 상담은 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해지무효, 묵시적 갱신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과 관
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리금 등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와 관련된 분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담실적 등을 고려하고 프랑스 등 외국의 분쟁사례나 판례사안들
을 종합해 보면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또는 기
간의 연장,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보증금의 월세전환율,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의 승낙, 권리금 등 임차인이 투하한 자본의 회수, 상가건물과 그 내부시설의 개량, 
설치와 그 비용부담의 귀속 등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상가임대
차를 둘러싼 분쟁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타 조정위원회 내규로 정하는 분쟁
을 조정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대상을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분쟁유형별로 분쟁조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연구를 시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료의 증감, 권리금의 등의 규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정리를 위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
러한 점에서 보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준을 정립하는 자
료로 십분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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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와 분쟁해결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주요 외국에서의 법제와 판례 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및 임대차의 갱신 또는 연장과 임대료 조정 문제에 관하여 살
펴 보았고, 임차권 양도·전대 승낙과 거절 시 정당성 심사 문제와 임대차의 갱신거절 
또는 양도 승낙거절 시 금전보상의 문제 등을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
요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예상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될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쟁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상가임대차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학술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는 현 상황에서 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상의 실무기준 및 분쟁조정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과 방식 등을 정
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되고, 임차인
인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013. 8. 13. 상가임대
차법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 밖의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법정갱신제도가 
적용되고 갱신거절 사유로 자주 사용되던 재건축, 개축 등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시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을 허용함으로써, 아직 임대차기간의 갱신제도와 갱
신 시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상가임대차 실무에
서 계약갱신과 그 이후 임대료 조정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승낙거절을 하면 그 것으로 임대인은 아
무런 대항할 방안을 가지지 못하고 거액의 권리금 등의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이 없었
으나, 2014. 12.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임대인이 정당
한 사유없이 임차권 양도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대차종
료 당시의 권리금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 양도 승
낙거절과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분쟁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최
근에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빈발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
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도화 되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일반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실무적인 운영경험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분
쟁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2014. 12. 발의된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시․도별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법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분쟁조정의 기
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 앞서 개정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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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대차 갱신에 관한 정당성 심사제도와 갱신 시 임대료 조정제
도, 임차권양도 승낙거절에 관한 정당성 심사제도와 갱신 또는 양도 거절 시 권리금 
등의 투하자본 회수제도 등에 관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등의 상가임대차 법제와 판례 법리를 연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기준을 마련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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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상가건물임대차지원 조례(안)>

             상가건물임대차지원 조례(안)

Ⅰ.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을 비롯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결과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가건물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상가임차인들이 활성화된 상권에서 사실상 쫒겨나고, 이에 좌절한 상가임차인
이 자살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는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에서 많은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각종 행정 지원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상권 활성화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원행정을 통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권 활성화 사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의 
인상을 물가상승율 인상의 범위로 제한하여 입점상인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의 수혜
자가 되어 내수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차인 지원행정이 요청
되고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 계약서 작성지원, 권리관계 해석, 
분쟁상담, 조정알선, 계약종료 시 보증금반환 지원 등 일상적인 상가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과 더 이상 해당 상가임대차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가임
차인에 대한 업종전환, 재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상가임대차 지원행정 수요가 증
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상가임대차지원 조례 제정을 제정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상권의 발달이 미약한 지방소도시나 농촌지역과 달리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
심과 부심지역 등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의 연장,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거절,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투하한 권리금 등 
투자자본의 회수,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 등을 둘러싼 다양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이 빈발하고 있다. 노동사건이나 환경사건, 소비자사건 등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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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간
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원의 임대차 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사건이나 법원에서의 사건해결은 시간과 비
용이 많이 들고, 일도양단적인 해결방식으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 되기도 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와 달리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의 폭, 임차권 양도와 전대, 권리금 등의 투하자본 등이 다양하고 큰 폭이어
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는 법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중 임대료 조사와 통계, 권리금의 현황 등 규모가 크고 정기적인 조사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신
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정기적, 지속적
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법적근거와 예산적 뒷받침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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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1.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 시장
정비사업 및“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및 상가건물 소유자 등과 해당 개발사업 후 일정기간 동안 임
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안 제
3조 제1,2항).   

2. 시장은 상권내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권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상권활성화 계획을 지원하되,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상권활성화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로가 지나치게 상승
하지 않도록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안 제3조 제3항). 

3. 시장은 상가임대차에대한 정보제공, 계약서 작성지원, 권리관계 해석, 분쟁상담, 
조정알선, 계약종료 시 보증금반환 지원 등을 담당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한
다. 상담센터는 제1항의 상담과정에서 더 이상 해당 상가임대차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가임차인에게 업종전환, 재창업 등의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   

4. 시장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과 임대인 및 임차
인의 의무규정, 임차인의 권리부각, 임차인의 해약해지권 등이 기재된 상가건물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안 제5조). 

5. 시장은 권리금,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또
는 기간의 연장,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 또는 승낙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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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가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안 제7조)

7. 구체적인 분쟁조정은 3인 이상으로 구성(변호사 1인 포함)되는 조정부에서 담당
한다. 조정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을 하고, 양 당사사가 조정위
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8. 시장은 제6조의 조정사항별로 분쟁조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연구를 시행하
며, 분쟁조정에 필요한 상가건물 임대료의 증감, 권리금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쟁조정에 참조할 표준임대료
나 표준권리금의 수준 등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안 제15조 제1,2항). 

9. 표준임대료는 위치․면적․성상․시설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표준권리금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수익현황, 영업시설의 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의 거
래가격 수준, 상가임차인이 영위위하는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안 제
15조 제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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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를 관계를 형성하고 상
거건물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상가건물 관리주체를 포함한
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간
이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가건물의 정의와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부
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월세의 규모에 상관없이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
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과 상가임차인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에서의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이나, 제49조의 “시
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및 상
가건물 소유자 등과 해당 개발사업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
용의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
시개발법” 등에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제1항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및 상가건물 소유자 등과 해당 개발사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권내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권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상권활성화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는 상권활성화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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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제1,2항과 같은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상가임대차상담센터) 
① 시장은 상가임대차에대한 정보제공, 계약서 작성지원, 권리관계 해석, 분쟁상담, 
조정알선, 계약종료 시 보증금반환 지원 등을 담당할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이하 “상
담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상담센터는 제1항의 상담과정에서 더 이상 해당 상가임대차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가임차인에게 업종전환, 재창업 등의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시장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 임차인의 권리부각, 임차인의 해약해지권 등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또는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율에 관

한 사항
5.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 또는 승낙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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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가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상가건물 자체의 보수와 개량의 시행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상가영업을 위한 상가건물 내부의 개조와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가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감정평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
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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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8조(조정부) ①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3명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
는 자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
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
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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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
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7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출석의 요구) ① 시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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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
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권리금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한국감정원 등의 전
문감정기관에 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이나 제10조의 2이나 제11조의 
차임증감에 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상가임대차 실태조사와 분쟁조정기준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조정사항별로 분쟁조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연구를 시행한
다.  

② 시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상가건물 임대료의 증감, 권리금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쟁조정에 참조할 표준
임대료나 표준권리금의 수준 등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표준임대료는 위치․면적․성상․시설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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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표준권리금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수익현황, 영업시설의 
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의 거래가격 수준, 상가임차인이 영위위하는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관계법
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이 조례 제정 전 
발생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