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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던 권리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화되고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제10조의8까지의
권리금 조항 6개와 기타 신설조항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는 하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어서 권리금에 대한 내
용은 전무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의 반환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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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정 전후 권리금의 의미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권리금의 판례를 분석하여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첫째, 권리금과 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계약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지 별개의 관계인지 잘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신규임
차인이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중도 해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될
때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며, 셋째, 그 범위는 임대차계약 시에 지급
된 권리금은 계약 이후의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을 비교하여 그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주제어] 권리금, 임차인, 귀책사유, 반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문제제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많
은 변화가 예고되었다.2) 이는 지금까지의 제기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임차인들의 숙원이었던 권리금 회수기
회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 일명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불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2015.5.13., 일부개정]
개정이유 : 1.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2.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3. 이해관계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4.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2) 권리금의 법제화는 향후 권리금 조세부과와 보상에 관한 입법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종,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부동산연
구 제25집 제2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5, 108-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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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정도3)이다.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대한 결과나 투자한 비용으로 형성된 신용, 지명도 등의 경제적 이익
과 장소, 시설, 인⋅허가 등 즉, 임대인의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에
의해 권리금이 침해되는 것을 아무런 방안 없이 그대로 방치4)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권리금(일명 바닥
권리금)을 직접 받는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임차인이 만들어낸 영업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반면 임차인은 새롭게 지명도 형성
과 신용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투자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 역시 부담해야
하는 권리금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5)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하며,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도록 임대차계약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등 권리금
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한 개
정의 주된 취지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상가건물임대차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등 임대
차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
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상가임차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
3) 이영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명 권리금보호법의 허와 실”, 한국경제, 2015.10.21,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16_1&no=308&ch=land>,
검색일 : 2017.12.30.
4) 허강무, “상가권리금 보상의 법제화 방안”, 토지공법연구 제77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98쪽.
5) 김서기, “권리금계약에 관한 일고찰”, 안암법학 제42권, 안암법학회, 2013,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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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전혀 보호 받지 못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큰 성과 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장 정도이고 완벽한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학계, 국회, 정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6)이다.
그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제10조의3
에서 제10조의8까지의 6개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
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보충 및 보완해
야 할 사안7)이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사항들 대부분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인 매수인과 임차인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너무 매수인과 임차인의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권리금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 시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귀책사
유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내용, 반환, 범위 등에 대해서 어떠한 문구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권리금 보호에 있어 기존의 매도인이나 임대인에 대한 매수인
과 임차인의 보호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
에 대한 권리금의 보호 등의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전후의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 내용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어 권리금에 관한
유무나 성질 및 범위 등의 사항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6) 정주희,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쟁점 및 정책방향”, 한국부동산연구원, 2014, 101쪽.
7) 권리금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권리로서 장소적 이익, 비용의 이익 등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충훈/허명국,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9, 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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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정 전후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이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 즉,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의 임차인8)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9) 이때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과 더불어
체결되지만 불가분의 관계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0)

1. 기존의 권리금의 정의와 유형
1.1 기존 권리금의 정의
기존의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
다.11) 하지만 기존 즉, 개정 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보
호의 내용은 그 적용범위가 상가건물임대에서였고 이 역시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에서는 제외되었다. 최소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
까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적용되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인정받았고, 차임 보증금 증감비율은 9% 이내이며 월 차임전
환비율은 1할 2푼이었다. 최우선변제상환범위는 1/3이며, 우선변제범위
는 환산보증금으로 보호되었다.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1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11)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지하경제’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정책 보고
서”, 2014,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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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권리금의 유형
권리금의 발생요인은 관행적으로 발생하나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인들이 합쳐져 복합적으로 이루
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크게 4가지로 첫째, 영업장소가 위치한 지역
의 장소적 이점인 바닥권리금, 둘째, 장기간 영업을 영위하며 확보된
고객 수, 명성, 노하우 등의 이점인 영업권리금, 셋째, 영업활동의 향상
을 위한 임차건물의 구조변경,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시설 설치 관련된 시설권리금, 넷째, 영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향유
하는 초과이익으로 작용하는 인⋅허가권에 대한 대가인 허가권리금
이 있다.12)
1.2.1 바닥권리금
영업장소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으로 지역 내의 희소성에 따른
장소적 환경으로 ‘지역권리금’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라 할 수 있고 이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13)이
기 때문이다. 이는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임차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14)이다.
1.2.2 영업권리금
장기간 영업을 영위하며 확보된 고객 수, 거래처, 명성, 노하우 등의
무형적 가치로서 양도 이후 일정기간 가질 수 있는 이점을 말한다.15)
12) 이러한 분류가 현실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118쪽.
13) 입지와 관련한 투기적 요인의 권리금은 상가개발업자의 몫 또는 부동산중개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
연구 제4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165쪽.
14) 배병일,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민사법학 제26권, 한국민사법학회, 2005,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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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준은 1년 정도의 영업 순수익을 평가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
다.16) 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는 지역의 상권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1.2.3 시설권리금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의 향상을 위한 임차건물의 구조변경,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시설 설치 관련 권리금으로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임차권 양도계
약, 영업 양도계약, 전대차 계약 등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 매매 계약
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통상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이면 충분한 사용수익을 얻었을 것17)이라고 판단
한다.
1.2.4 허가권리금
지역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향유하는 초과이익으로 작용하는
정부의 인⋅허가권에 대한 대가18)를 말한다. 사업의 수익 중 인⋅허가
를 통하여 중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현재의 재산권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소득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류해웅/허강무, 신토지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16,
434쪽.
16) 보상은 영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실적인 상가임차인의 보상문제는
휴업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현, “상가권리금의 보상과 평가”, 부동산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54쪽.
17) 경국현, 상업용 부동산 투자론, 한올출판사, 2011, 117쪽.
18) 허가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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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금과 구분해야 할 개념
1.3.1 보증금
보증금이란 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
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19)을 말한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 차임이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하지만 권리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보증금은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금액을 규제 받지만 권리금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 차이가 있다.20)
1.3.2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란 아파트 등 기타의 상품을 매매할 때 받는 웃돈을 의미
한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화폐⋅사채⋅외국환⋅주식에 있어 그 액면
가격 또는 정상가격 이상의 할증가격이 형성될 때 그 초과분 또는 할증
금을 말한다. 상거래상 법적성격은 권리금과 차이는 있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권리금의 일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21)
1.3.3 영업권
영업권이란 기업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인 신용 및 거래관계
의 노하우 등 영업상의 기능, 비밀, 특성으로 동종의 사업에서 다른 기업
에 비해 일반 수입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말한
다.22) 이때 영업권은 권리금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
서 영업권의 대가성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23)
19)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460쪽.
20) 이동률, “권리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0, 38쪽.
2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9 판결.
22)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7, 212쪽.
23) 영업양도권은 가맹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권리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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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권리금 주요문제 요인
권리금에 대한 주요 문제는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
실(팀)의 권리금 거래 분쟁형태 실태조사에서 7가지 정도로 조사되었는
데 비율이 높은 순위별로 살펴보면 33.8%의 임대인이 같은 업종을 운영
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하게 할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31.3%
의 임대차의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무리한 차임인상을 요구하면서 갱신
을 거절하는 경우, 26.1%의 임대인이 점포를 매도한 이후 새로운 소유자
가 무리한 차임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7.2%의 점포를 이전해야 할
상황에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해 주지 않은 경우, 5.0%의 임대
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취 할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
하는 경우, 1.4%의 기타의 경우, 1.3%의 전 임차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한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1> 권리금 주요문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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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정 권리금의 정의 및 내용
2.1.1 개정 권리금의 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
면서 생존권적인 보호 법익의 차원에서 임대인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분
행사를 제한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생존권⋅재
산권적 법익이 충돌할 때 생존권적 법익 보호가 우선시 되는 것으로
사적자치의 보호에 대한 개입역할을 해 왔다.24)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의 보호보다는 회수기회의
보장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 거래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권리금의 개념 그리고 법
적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다.25)
또한 권리금 회수의 전제조건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착복이라는 약탈행
위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방해했을 경우 손
해배상 책임이 따르도록 하였다.26) 반면 임대인의 보호에는 임차인의 3기
의 연체가 발생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규정하였다.

24) 조장우, “권리금 보호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27쪽.
25) 상관행적으로 상가임차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았던 권리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례상
인정해 오던 것으로서, 개정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등)를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판례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정명운 외3,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차인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4, 41쪽.
26) 권리금은 ‘양도의 대상인 건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허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62
호, 한국법학원, 2017,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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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다.
첫째, 임차인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
른 권리금 회수 보호27)에 관한 조항이 대거 신설되었다.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 총
6개의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정의 등에 대해서 제1항은 권리금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
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제2항은 권리금계약이라 함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해서 제1항은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함께 권리금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
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거나(1호),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하지 못하게 하거나(2호),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등을 요구하거나(3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4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1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
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2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3호), 임대인
27)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 상고.

153

154

일감 부동산법학 제 16 호

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4호)에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체
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 제3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29) 제4항은 3년 이내에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였다.
제10조의5는 제1호 대항력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를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전문상가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상가를 비롯한
기업체에서 직영하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호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제10조의6은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으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정하
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10조의7은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로서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10조의8은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차임연체와 해지의 조항으로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전대차30)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였다.
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들은 신규임차인 발굴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
대인이 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이 연계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권을
주고 있는 다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29)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 항소.
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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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2조에서 말하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상가건물의 범위가 모든
상가로 확대되었다31)는 것이다. 개정 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
증금이 일정한 규모 이내의 임대차32)에 대해서는 아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했었는데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
증금 제한33)이 사라짐에 따라 보증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
물34)의 건물주가 경매나 매매를 통하여 변경되어도 대항요건(건물인도
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의 경매는 가압류, 근저당 등 말소기준권리
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경우에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고, 매매는 매수인에게 그 즉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개정 사안이면서 매우 획기적인 개
정 내용이라 할 수 있다.35)
셋째, 위와 같은 주요 사안 외에도 제4조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3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권리금에 대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보호가 요점
중의 요점이라고 할 만한 사안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권리금

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32)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4억 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 원 이하, 광역시 및 일부 경기권 2억 4천만 원 이하, 기타지역
1억 8천만 원 이하.
3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
35) 다만 대항력에 관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차가 진행 중인 상가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
나 갱신이 거절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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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마저도 첫째, 모든 상가가 아니라 쇼핑센터, 쇼
핑몰 등 대규모점포나 체인사업 형태의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등 준대규
모점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보호는 ‘권리금이라는 내용을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반쪽짜리 권리금보호법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
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36)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의 보호라는 큰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현실
은 권리금의 보호가 아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임대인
의 방해로부터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 셈으로서 권리금의 회수기
회를 보호하는 조항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항력 적용과는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2.1.4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후 권리금 분쟁 하급심 판례
2015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이 법제화 된 이후에
도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한 하급심 판례들
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2.1.4.1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갑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끝

36) 이영진, 앞의 전자문헌, 검색일 : 2017.12.30.

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나기 전에 신규임차인 을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건물주 병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을에게 각종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
면서 기존의 차임보다 40% 인상된 금액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이 결렬되자 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의4를 내세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
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37)

2.1.4.2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갑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10년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의 종료
전에 을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병에게
계약체결을 주장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래서 갑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임대인 병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함에 있어 제1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임대인 병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임대인
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동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
배상에 관한 소고”, 법조 제66권 제5호, 법조협회, 2017,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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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례의 동향
권리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당연히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였다. 때문에 판례로 나타난 것도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에 관한 판례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권리금 판례
1.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7다카824 판결
권리금 반환과 관련하여 판례를 분석해 보면 1989년 87다카823 임차권,
점포명도 등의 판례에서는 갑은 상가개설업자로 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
개설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개조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때 갑은 임대 당시 권리금의 액수도 책정하여 권리
금의 효력은 갑에게 미치며 건물소유주인 을과는 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갑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를 반환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주인 을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필요없이 갑의 소유가 된다.38)
38) 판결요지 :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차임체불을 해지사유로
내세우고 그것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서로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선택적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해지사유를 인용하면 다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필요가
없다. 나. 상가개발업자인 갑이 상가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개설계약을 맺음에 있어
갑이 점포분양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순수한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
한 것)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준하여 금 250만 원의 임대보
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상가개조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조로 인하여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점포분양희망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개발업자의 지위에서 상가개발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들과 절충하여 합의된 권리금
을 수수하는 양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 보증금수령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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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 달라서 임대인이 자연히 취득하고
임차인에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례이고, 판례도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이어져 왔다. 이때 갑과 을은 점포 임대와
개조공사 계약을 맺어 사실상 임대인은 갑이 되어 그 권리를 갖게 되었
다. 따라서 임대차의 해지 시에는 반환한다는 특별한 상황이나 계약이
있지 않고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2000년 2000다451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등의 판례는 임대차계
약서의 단서 조항에 기재를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하였다고 해
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였다.39)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당시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
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해지 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
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9) 판결요지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
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
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
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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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요구할 수 없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
함’이라고 하였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
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는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3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2001년에서야 비로소 2000다59050 권리금반환 판례에서 임대인의 사
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임차인에게 약정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다.40) 이는 반
대로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도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
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
임차인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는 약정기간 동안 유효하게 사용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지만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문제로 인하여 중도해지가 된다면
약정기간 동안의 유효하게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다
40) 판결요지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
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
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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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1.4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2001년 2001다20394 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 판례에서 임대인
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
를 지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의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
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에서 임대차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
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하면 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반환하는 권리금의 범위를 판시하였다.41)
기간을 정해놓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이 이미 지급되고 그 권
41) 판결요지 :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
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
으면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
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
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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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금이 유형적, 무형적 이익의 대가로 사용되는 경우에 계약기간 도중에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미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으로 나누어 이를 공제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1.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2013년 2012다115120 권리양도금 판례에서 점포 임차권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망행위(매출액 과장)를 이유로 체결한 권리금계약
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사안에서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에 대한 경위, 계약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은 서로 분리하여 이를 취소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권리금
계약에 있어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권양도계
약까지도 취소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2)
42) 판결요지 :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
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
는 별개의 계약이다.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
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
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
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3] 임차권
의 양수인 甲이 양도인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乙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
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
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는데도,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임차권양도계약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계약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
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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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별개의 계약으
로 본다. 하지만 판례와 같이 여러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나
여러 개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지 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따라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각각 취소 또는 해제할
시에는 불가분의 관계인지 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2.1 원칙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는 달라서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
차인에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통상 거래의 관행이며, 판례도 임대인이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43)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거래를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고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하
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앞에서 살펴보았다.44)
2.2 예외
2.2.1 예외사유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
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임대인

4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7다카824 판결.
44)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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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리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의무를 진다.45)
2.2.2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는 경
우에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이미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
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시작에서 종료될 때까
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과 공제한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46)

3. 권리금과 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계약과의 관계
점포 임차권의 양수인 갑과 양도인 을의 계약에 있어 을의 기망행위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과장)를 이유로 갑이 을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
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
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 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 이를 취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
서는 권리금계약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마땅히 임차권
양도계약까지도 취소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7)

45)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4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47)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전부취소를 긍정한 사안 제137조 본문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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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리금의 재고 방안
권리금48)에 대한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처럼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그 역사는 길지 않다. 1989년까지
만 해도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이는 2000
년까지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1년에서야 비로서 예외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반환과 그
범위가 판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13년에 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의 관계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인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계약으로 보고, 비로소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의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차임연체에 대한 해지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권리금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 권리금과의 관계
권리금과 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계약과의 관계는 앞선 대법원 2012
다115120 판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차권양도계약은 권리금계약과 결합
하여 그 전체가 사실적, 경제적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그 어느
하나의 계약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권리금 계약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분리 취소 할
48) 2013년 정부 기준으로 파악한 권리금은 33조 원 가량으로 조사되었지만 권리금은
폭탄 돌리기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권리금 시장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수경,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례 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7,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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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하여 권리금 계약에 있어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권양도계약까지도 취소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계약은 일반
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여러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나 여러 개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2.1 권리금 반환의 원칙
지금까지의 권리금 반환은 임대인 또는 선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이었
으나 매수인 및 신규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권리금 반환에 대해서는 고민
해 보지 않았다.
매수인 및 신규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사정이 있어 중도 해지
를 해야 할 때 권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대법원 2000다
59050 판례와 같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약정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의무를 지므
로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즉, 임대인
또는 선임차인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지 못 하였으므로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반환의무를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권리금 반환의 범위
매수인이나 신규임차인의 어떠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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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선임차인에게 주었던 권리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돌려받아야 하
는지 아니면 돌려받은 뒤 다시 얼마나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상
응하는 손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 범위는 대법원 2001다20394 판례
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반환의무에 경우 그 범위는
이미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처럼 임차인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분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3. 권리금 이외의 고려사항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있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권 등의 행사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
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전기시설 공사 등의 비용
중 현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부속물매수청
구권은 임차한 건물의 유리창과 같은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비용상환청
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행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권리금의 문제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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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행됨에 따라 권리금에 대한 6개의 조항이 신설되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회수기회의 보장정도의 마련일 뿐 완벽한
보호는 받지 못하여 권리금 보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사항들 대부분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 대한
매수인과 임차인의 보호에 치중하다보니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귀책사
유가 있을 때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판례를 통해 권리금 보호에 있어 기존의 매도인이나 임대인에
대한 매수인과 임차인의 보호를 발상의 전환을 하여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권리금에 대한 기존의 판례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일단 취득하고 임차
인에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판례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진다고 처음 판시하였으며 그 범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후 2013년 판례에서 권리금과 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지만 여러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나 여러 개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지 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판례를 통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권리금 반환의 유무나 범위를 도출하였다. 매수인이나 신규임차인
이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사정이 있어 중도 해지를 해야 할 때 권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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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과 같이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즉, 임대인 또는 선임차인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반환의무를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수인이나 신규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하고 돌
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받은 뒤 다시 얼마나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상응하는 손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 범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반환의무에 경우 그 범위는 이미 지급
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의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처럼 임차인도 그에 상응
하는 만큼의 부분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또한 권리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있어 임차인의 비용
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권 등의 행사에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에서는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에
는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행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기존의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의 보호만을 다루던 법제의 상황에서 매수인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대한 부분과 그 이외의 고려사항인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미흡하게나마 다루었다. 아직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나아가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
정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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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Abstract]

A Study on The Premium due to The
Cause of The Purchaser and The Tenant
Student through Judicial Precedent
Lee, Jin-Hong*

49)

The amendment and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2015 enabled the issue of premium, which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o be purified and resolved to a certain extent.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changes in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of collecting the right money through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6 articles of 10, 3 to 10, 8, and other new articles.
However, there are no law which provides the guide on the returning
of the premium that is related buyer’s or tenant’s negligence.
Therefore, we examined the meaning of the pre - and post - amendment
rights and the amend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alyzed
the case of returning the premium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tenant.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mium and the lease or lease transfer
contract is inseparable. Second, the new tenant must return the premium
when the contract is terminated due to any reason for termination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Third, The scope of the returning premium; the
corresponding portion of the paid-up money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 Konkuk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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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shall be deducted corresponding to the lapse period and the
remaining period.
[Key Words] Premium, Tenant, Cause, Retur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