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급격한 증액요구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장요건 신규임차인 주선여부 엄격해석 - 신규서울고법 2021나202689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국상가 임대차 - 보증금 7억 2500만원, 원 차임 1천만원  

(2) 10년 임대차 - 계약기간 만료 임박,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차임 3천만원 

증액 요구  

(3) 임대차 계약갱신 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수차례 내용증명 서신 교환 

(4) 임대차 기간만료 및 계약종료, 임대인의 명도소송 + 임차인의 권리금상당 손해배

상 청구 소송  

 



2. 1심 판결 – 임대인의 보증금 및 차임 급증 요구로 인한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인

정 + 권리금 상당 손해액 4억5천만원 (감정금액) 인정  

 

3.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취소 및 권리금회수 불인정, 임대인 승소    

 

(1)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

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

다.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

한의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

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

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

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

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다. 

 

(4) 종래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

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

는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

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논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조건만이 논의되었을 

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었기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