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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분쟁사안  

가. 임차인 A 약사 2008. 7. 31. 보증금 1억, 차임 월 250만원 상가임대차 약국운영 + 

동일조건으로 임대차 갱신  

나. 약사 부부 B, C가 2014. 9. 30. 약국건물 매수 + 새로운 건물주 B, C는 임차인 A약

사에게 2015. 7. 31.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다. 임차인 A 약사는 새로운 D약사에게 약국 권리금계약 체결 + 임대인 건물주에게 

2015. 7.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요구 통지 

라. 임대인 건물주 B, C 약사는 2015. 7. 18. 새로운 임차인 D약사에게 월차임 330만원



으로 인상 요구 + D 약사 임대차 계약포기  

마. 임대인 건물주 B, C 약사는 임차인 A 약사에게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

송 + 권리금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바. 임차인 A 약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손해배상액수는 권리금 상당액 주장  

 

2. 판결요지 

가.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이 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적용인정 

나. 월세를 250만원에서 330만원(부가세별도)로 인상한 행위 등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 방해행위 인정(손해배상 인정) 

다. 임대인 건물주는 약국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고, 월 차임을 40% 넘게 인상하였으

며, 임대차계약시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서류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통상적인 임

대차계약 체결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3. 실무적 포인트  

가. 계약상 권리금이나 계약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적은 금액이 손해배상범위가 되는 

것인데 계약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여러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나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권리금은 1억원이었지만 감정평

가에 따른 평가액이 8900만원이기에 더 적은 금액인 8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나. 다음 임차인을 선정하기 이전에 종료통지를 받더라도 바로 다음 임차인을 선정하

여 권리금회수기회보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보호가 가능합니

다.   

다.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영업을 하기 위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