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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2020608호)에 대한 검토의견
2019. 12. 6.

1.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임.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
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영업가치를 공짜로 가져가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15년에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권리금 회
수 기회 보호 조항을 마련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세입자
에 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법에 규정된 권리금 보호 조항에는 기간 제한에 대한 명시
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혹은 10
년)이 지나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분분해 세입자의 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
음.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권
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
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
음.
이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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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
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
한과 관계없이 보호됨을 명시함(안 제10조의4 제1항).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① - - -- - -- - - 임대차기간(제10조제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2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대차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

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

--------------------------------

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 - -- - -- . - -- - -- - -- - -- - -- - --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반대의견
가. 결론의 요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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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을 해석하는 이상, 개정안이 법률로서 시행되든지, 안 되든지에
따라 제10조의4 제1항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
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구를 명문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안은 불필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