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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금 개요

1. 권리금의 개념정의

1) 실정법상 개념

○ 개념정의 없음.

2) 대법원 판례

○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

용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1)

3) 세법상

(1) 소득세법

○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을 기타소득 으로 하여 과세한다.” 고 규

정하고 있어, 세법상으로 권리금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권리의 하나로 보고 있음.2)

(2) 법인세법

○ 권리금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하여 인정.

- 국세청 유권해석(질의회신) :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전대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상

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대상으로 인정.

1)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26326

2) 허강무, 2010,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토지보상법연구 제10권,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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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설

○ 권리금에 투기적 요소가 들어 있다고 보거나, 권리금이 웃돈이나 프리미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거나, 권리금이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측면이 있다거나,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거나 법령상 차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하여, 권리

금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음.3)

2. 권리금의 개념정의에서 도출된 권리금의 내용 

○ 유형적 재산의 가치와 무형적 재산의 가치를 포함하는 관습법적 재산권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유형적 성격 무형적 성격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에 대한 대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대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의 양도 대가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

3. 권리금 보호 규정

1) 민법

○ 개념 및 보호규정 없음.

○ 권리금 분쟁시 권리금에 대한 소송 대신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또는 유익비 반환소

송에 편승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2) 판례

○ 권리금을 지급받은 측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호.

3) 김일영,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 문제, 제판자료 32집, 법원행정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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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 권리금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음.

○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최소한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함으

로써 권리금 등 투자비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감정평가관련주요내용>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

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에는 하지 못한다.

제1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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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리금과 감정평가 

1. 부감법4)상 감정평가의 개념 및 대상 

1) 감정평가의 개념

○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부감법 제2조 제7호)

2) 감정평가의 대상

○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부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구분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1호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4호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5호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호 유가증권

2. 권리금의 감정평가 대상여부  

○ “그 밖에 물건에 준하는 권리”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감정평가의 대

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권리”에 관한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 약칭(이하 “부감법”이라 함)

5) 제3호 공장저장법에 의한 공업재단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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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규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

용권(專用側線利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

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3) 소결

○ 권리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방법의 규정이 없으나 그 밖의 무형자산 평

가방법을 준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원칙으로 하되, 타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감정평가 3방식6)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석됨.

4. 영업권 평가방법의 준용 가능여부 

1) 영업권의 정의

(1) 학문상

6) 감정평가 3방식 이란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을 말하며,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사고방식에 따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또는 임대사례 등을 참작하여 대상물건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식에 의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한

다. 원가방식은 재화에 대한 비용성의 사고방식에 따라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착안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

법이라 하며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한다. 수익방식은 재화에 대한 효용성의 사고방식에 따

라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착안하여 대상물건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으

로서 이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하며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분석법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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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goodwill)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통상 “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

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超過收益力)을 가질 경우 그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

는 권리”로 해석됨.

(2) 대법원 판례

○ 영업권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

천으로서의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

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함.7)

(3) 상법

○ 상인의 영업상의 영업활동을 의미하는 것과, 영업을 위해 조직화된 한 덩어리의 재

산으로서 이와 관련된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개념(객관적의미의 영

업)을 말함.8)

(4) 감정평가실무기준

○ 영업권이란 “대상기업이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배타적 영리기회를 보유하여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 라고 정의함.

2) 영업권 평가방법의 준용가능여부

(1) 권리금, 영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개념비교9)

7) 대법원, 2005.7.22. 2005다602

8) 정찬영, 상법강의, pp.156-157.

9) 김영두, 2013 한국부동산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임차인 보호를 위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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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대법원 2000.9.22., 2000다26326
영업권

대법원 2005.7.22., 2005다602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

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

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

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한다는 것과 이

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

다는 것을 뜻함. 

(2)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관계의 일체가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함.

(3) 소결

○ ① 권리금의 개념이 판례상 영업권의 개념과 유사하고, ② 권리금의 양도는 상법상 영

업의 양도로볼수 있으며 ③ 소득세법에서도 영업권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준용가능하다고 판단됨.

- 위의 개념을 보면 권리금은 판례나 상인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영업의 양도에 있어

서 “영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이해됨.

5. 부감법 규정상의 권리금 감정평가방법

○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권리금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권리금은 ① 부감법상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되어 감정평가 대상이

되며, ② 감정평가 방법은 영업권 감정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수익환원법

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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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권리금의 유형, 발생요인 및 주요 가격형성요인 

1. 권리금의 유형

○ 거래되는 권리금을 분석해 보면 권리금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권리금이 혼합되

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1) 지역권리금

○ 영업장소가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관한 대가.

2) 영업권리금

○ 영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확보된 고객수, 광고나 평판 등으로쌓은 명성,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의 이전에 대한 대가.

3) 시설권리금

○ 영업을 위하여 건물의 구조변경, 영업장 내부에 고착시킨 인테리어, 집기 및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

4) 기타

(1) 허가권리금

○ 법률이나 행정규제, 대리점권 등으로 새로운 영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

존의 임차인이 향유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대가가 금전으로 수수되는 경우.

○ 호텔, 여관, 세차장, 주유소, 정비공장, 1종유흥주점 등을 양도시 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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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나 행정상 불법적인 것이 다수 존재함.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금인지 의문.

(2) 임차권보장 권리금

○ 상당한 존속기간의 보장의 약속 및 이를 전제한 양도계약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발생하는 권리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권리금.

2. 권리금의 발생원인10) 

1) 수요공급법칙

○ 상인들이 어느 정도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업이익에 의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높은 권리금 지급함.

2) 창업초기의 비용회수

○ 초기비용의 감수를 통해서 일정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이나 임차

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창업초기 비용을 회수하려고 함.

3)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

○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영업이익을 통한 회수 여부를 떠나새로운임차인으

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함.

4) 심리적 요소

○ 지신의 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점포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새로

운 임차인이 얻게 되는 영업이익을 자신의 영업양도 때문으로 생각하는 경향.

10) 김영두 위계찬,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2009.10.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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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상 임대료 상한의 문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료에 관한 인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관한

편법적 인상 방법의 하나로 권리금을 신설하거나 인상시킬 수 있음.

6) 행정기관의 허가요건의 억제

○ 정부가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에 기존의 영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권리금 발생.

7) 투기적 요인

○ 장래 발전을 예상하여 신 개발지, 신축상가, 아파트나 공공건물 건축예정지 등에서

형성.

3. 권리금의 주요 가격형성요인11) 

1) 영업적 이익

○ 점포의 명성, 장기간의 영업, 일정한 고객의 확보, 동종 업종의 상가 밀집, 장소적 이

점 등으로 일정한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2) 임대료

○ 임대료 중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권리금은 낮아지고, 임대료가 인상되면 권리금은

낮아지는 경향.

3) 임대면적

○ 임대면적이 클수록 권리금 총액은 늘어나나, 단위당 권리금은 감소경향.

11) 박정화, 2013 한국부동산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권리금 보상방안으로서의 가치평가,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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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에 가장 적합한 면적일 경우 가장 높은 권리금이 형성.

4)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권리금과 반비례관계.

5)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 동종 혹은 이종업종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의 전가.

6) 임대인의 성향

○ 임대인의 지나친 간섭은 권리금에 영향.

7) 시설물 및 비품

○ 설치시기, 동종업종 혹은 이종업종간의 매매에 따라 인정금액이 달라짐.

8) 신규 허가여부

○ 규제로 인해 특정지역에만 인허가가 가능한 업종에 권리금 발생.

Ⅳ. 우리나라 권리금 실태 

1. 권리금실태 개관12) 

○ 전체 자영업 종사자 :

600만명(경제활동인구 4.5명중 1명), 자영업 비율 22%, 3년 내 생존율 40%

○ 전체 권리금 추정비율 : 33조 1,000억원

12) 김무성, 국회,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자료,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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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진흥원 권리금 실태조사 내용13)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0.3-6월

○ 조사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조사대상 ; 소상공인 점포운영자(임차인) 1,000명, 임대인 500명

2) 조사내용

< 권리금지급비율>

 구 분 비 율

 권리금 지급비율 63.20%

< 권리금지급대상>

구 분 전차인 임대인 건물주 기 타

권리금지급대상 93.10% 3.40% 1.10% 0.30%

< 권리금지급명목>

구 분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시설이나 설비의대가 프랜차이즈 영업상이익

권리금 지급 명목 47.60% 31.70% 5.70% 14.40%

< 권리금반환가능성>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퇴점시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87.10% 12.60% 0.30%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가? 96.6 3.1 0.3

13) 소상공인진훙원, 소상공인권리금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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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권리금평균>

구 분 지역별 권리금 평균(만원)
서   울 3,110 

1,000-3,000만원: 

전체의 44.6%

인   천 2,568 

경   기 2,449 

평   균 2,773 

< 업종별평균영업기간>14)

구분 평균영업력 일반상권 중심상권

전체 4.5 4.7 4.4

농림어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5.5 4.3 6.8

제조업 5.3 5.0 5.6

건설업 4.4 4.7 4.1

도소매업 4.6 4.6 4.6

숙박 및 음식점업 2.9 3.2 2.7

운수업 4.0 4.5 3.5

통신업 5.3 4.9 5.6

금융 및 보험업 6.6 8.7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 4.5 4.0

사업서비스업 3.7 3.8 3.6

교육서비스업 3.3 3.5 3.2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6.5 6.7 6.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3 2.5 2.2

기타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4.7 4.6 4.7

14)소상공인진흥원외, 2008.7, 2008년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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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권리금 3.3㎡ 권리금/연간 월세 배율 권리금/자산가치 비율

서  울 서  울 7,820 2.08 12.76 

도  심 8,350 1.72 9.99 

강 남 8,127 1.62 8.92 

신촌․영등포 8,866 2.06 12.76 

기 타 7,289 2.29 14.41 

경  기 경기 4,502 1.68 11.93 

서울인근 3,825 1.53 10.82 

기타 5,226 1.85 13.11 

지  방 지방 4,872 1.83 14.38 

경상도 5,694 1.99 15.08 

충청도 4,718 1.49 12.32 

전라도 2,609 2.35 17.84 

강원도 2,054 1.79 16.50 

자료 : 서울 232개, 경기 207개, 지방 157개 총 596개의 전국의 중심상권에 소재한 임대면적이 50평 
규모의 소규모 상가점포의 평균적인 권리금 자료임.15)

3. 연구논문상 지역별 권리금 실태조사 

< 지역별권리금액등>

(단위: 평균 천원/3.3㎡, 배율)

Ⅴ.권리금에 대한 가치산정 방법 

1. 기존의 가치산정방법 

1) 외국

15) 김태환, 석사학위논문, 상가권리금 보상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69-76. 2014.2. 한양대학교 공

공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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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경우 권리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나,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의 권리에 대한 가치산정모형은 다음과 같음.16)

(1) The asset-based approach

○ 유형, 무형 자산별로 구분하여 자산별 가치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

(2) The method of multiples

○ 수익 또는 매출액 대비 거래가격 비율을 산정하여 승수를 추출한 후, 수익 또는 매

출액에 곱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3) Income based approach

○ EC모델, EE모델, DCF모델 등이 있음.

가. EC Model

 


V : the value of the small business

E : the adjusted(or normalized) earning of the subject(안정화된 수익)

C : the capitalization rate

나. EE Model






V : the value of the small business

E : the adjusted(or normalized) earning of the subject

A : the value of net tangible assets of the subject(순유형자산 가치)

16) 박정화, 2013 한국부동산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권리금 보상방안으로서의 가치평가,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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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the capitalization rate application to that portion of the expected return based on

net tangible assets

E-ARa : The excess earnings(초과이익)

Cg : the capitalization rate to apply to the sum of excess earnings(presumably from

goodwill) and earning from intangible assets(copyrights, patents, etc.)

다. DCF Model







 ···





V : the value of the small business

CFn : Cash Flow(or Economic Income) from period one through period n

Y : discount rate

Vn : The terminal value of the small business at the end of the holding period(기간말

복귀가치)

○ 이상의 모델은 기간제한이 없는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하여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

간제한이 있는 권리금 가치산정에는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운 가격산정모형임.

2) 관행적으로 활용되었던 권리금 산정방법

○ 권리금의 평가방법에 관한 가치산정모형은 없으며,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산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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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환(2002)의권리금산정방법>17)

          구분
입지조건

상황 권리금 산정방법

입지조건이 

좋은 경우

1 장사가 잘되는 점포 1년 동안의 순수익  + 시설비

2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에 있는 경우

약간의 순수익 + 시설비

(주변 점포들의 순수익 감안 산정)

3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 

이하인 점포
약간의 시설비

입지조건이 

나쁜 경우

4 장사가 잘되는 점포 주변 점포들의 순수익 감안 산정

5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에 있는 경우
약간의 시설비

6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 

이하인 점포
-

2. 가치산정 방안 개관

1) 권리금의 구성 등

17) 박정화, 권리금 이론과 실제, 한국부동산연구원, p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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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요약

구 분 가치산정 방식 비고

평가 vs 산정 평가 권리금시장의 비합리성

일괄평가 vs

구분평가 

원칙 일괄평가
권리금항목의 구분 

어려움예외 구분평가(수익환원법,원가법)

평가방법 

영업권리금

수익환원법(일괄평가) 영업권평가방식에 준함바닥권리금

기타권리금

시설권리금 원가법

(1) 평가 vs 산정

○ 권리금 시장의 비합리성, 개별성이 강한 시장의 특성, 양 당사자 간의 협상력으로 결

정되는 한정가격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권리금 가액의 도출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가 필요.

○ 평가액이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권리금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적정한 권리금 가액을 유도하여,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지, 권리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필요.

○ 종전에 수수된 권리금과 평가액과의괴리는 필수 → 감정평가액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소결 : 감정평가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는 시장가치(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

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

의 가액(價額))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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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평가 vs 개별평가

○ 영업권은 하나의 점포나 사업체 전체의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산정하므로 권리금평가

를 영업권평가규정을 적용한다면 일괄 평가가 당연.18)

○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나누는 것은 개념상의 구분일

뿐 현실에서는 일체의 단일한 권리금이 존재할 뿐임.

○ 권리금 중 바닥권리금은 개념이 모호하고, 그 이익의 귀속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

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영업권리금과 구분하여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만약,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수수한다면 월임대료 성격으로 세금을줄이기 위한 편

법성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기타권리금은 측정이 불가능.

○ 소결 : 권리금의 내역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권리금 = 지역권리금 + 영업권리

금 + 시설권리금 +기타권리금)은 불가능하고,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이중계산

으로 일괄 평가금액보다 과대계상 될 가능성이 많음.

- 다만 신설 시설물만을 평가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개별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예

외적으로 개별평가 인정.

(3) 수익환원법 vs 거래사례비교법

○ 영업권 평가방법의 원칙은 수익방식.

○ 초과수익 발생정도, 영업설비의 시공상태 및 질의 유사성, 권리금 구성내역이 유사한

거래사례 수집이 난이.

18) 선행연구에서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분산정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평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김승종,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자료, 2014.9.30.,

- 이덕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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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 수익방식을 주방식으로 하되, 비교가능성이 있는 사례포착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가능.

3. 수익방식에 의한 권리금 산정 

1) 영업권 평가방식을 응용한 방법

(1) 평가 모형

가. 구조도

나. 평가모형

  
  




대상 점포의 영업이익

×전영업기간
잔존기간

 잔존가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v : 권리금

t : 적정기간

r : 할인율

주) 개시시점에 권리금 산정시는 경과기간 전영업기간
잔존기간

 고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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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산정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 출 액 2,464,434 2,115,973 1,904,376 1,809,157 1,754,883

매출원가(차감) - - - - -

매출 총이익 2,464,434 2,115,973 1,904,376 1,809,157 1,754,883

판매비와 관리비(차감) 885,756 782,910 723,663 705,571 701,953

영 업 이 익 1,574,678 1,333,063 1,180,713 1,103,586 1,052,930

세금(차감) 583,478 491,664 433,771 404,463 385,213

세후영업이익 991,200 841,399 746,942 699,123 667,716

비현금 흐름(가산) 25,850 30,082 33,890 16,580 20,090

자본적 지출(차감) 49,209 42,319 38,088 36,183 35,098

추가운전자본비용(차감) 10,000 10,000 5,000 5,000 5,000

F C F F 957,841 819,161 737,745 674,520 647,708

(2) 영업이익의 산정

가. 기업형 점포

○ 기업가치 평가시 사용하는 FCFF를 t기간 동안 산정.

○ FCFF산정 예시

나. 소규모 점포

○대상점포의영업이익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관리비등)

○ 소결 : 실제 현지조사, 국세청경비비율,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통하여 영업이익파악

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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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기간

○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종료와 운명을 같이함.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계약기간 최하 1년, 계약갱신청구기간인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영업권 5년

○ 중기청 실태조사 : 평균 영업기간 4.5년

○ 판례 :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19)라고 하여 계약기간 중에서 경

과기간은 존속기간 중에서 제외함.

○ 실증자료 : “권리금/연간 월세액“이 전반적으로 1.6배 ∼ 2.1배의 분포, 권리금/자산

기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11% ∼ 15%의 분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상가권리금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의 영업수익을 통해서 회수해야만 실패하지 않은

영업으로 봄.(사회적 관례)

○ 소결 : 업종별 평균영업기간은 통계상 2.3년 ∼ 6.6년까지 다양함.

- 만약 업종별 평균 영업기간 전체를 권리금 산정기간으로 한다면 모든 영업이익이

권리금화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사회관행 등을 고려 평균영업기간의 약 20% 수준( 4.6개월 ∼ 16개월 수준)

에서 결정하되, 경과기간을 고려함.

- 적정한 할인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 연구 필요함.

19) 대판, 2002.7.26., 2002다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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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인율

○ 부동산 투자수익률, 상가시장의 위험이 반영된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함.

○ 할인율관련 법률

관련법률 산정방식 할인율 적용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①,②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10.0%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①항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10.0%
비상장 주식 

(전환사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 

27조 ④항 및 기획재정부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제2조

평가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기본금리)의 

중앙치를 산출한 후 1.5배 적용

5.89% 비상장주식

○ 기업가치평가시 사용하는 할인율 : 가중평균자본비용은 각 자본원천별 자본비용을

가중평균 하여 구하며, WACC = Kd(1-t) × B/(E+B) + Ke × E/(E+B) + 위험프리미엄

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으로 보통 12 ∼ 15%정도 산정됨

< 기업평가시사용되는할인율예시>

WACC 위험프리미엄 할인율 결정

9.03% 5.00% 14.03%

○ 소결 :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여야 하며, 10 ∼ 15%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적정한 할인율에 대하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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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존가치

○ 시설물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同種업종으로 전환하는지, 異種

업종으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함.

○ 기존임차인에게본인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업 손실을 제3자인 신규임차인이

보상해주는 꼴이 되므로 이종업종으로 변경시는 이용가능한 시설물의 가치만 인정.

○ 내용년수는 5 ∼ 7년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달리 적용.

○ 시설노후화 정도가매출과의 연관성이 있는 업종이냐에 따라 정률법 혹은 정액법 적용.

○ 평가모형

정액법 정률법

  ××
    ×







 Pn : 시설권리금의 가치, C : 재조달원가, R : 잔존률,  N : 전 내용년수, n : 경과년수, S : 잔존가치 

2) 월임대료 승수법 (Monthly Rent Multiplier Method : MRMM법)

○ 승수 = 권리금/(보증금 × 보증금의 월운영이율 + 월임대료)

○ 평가대상 점포가 포함된 인근지역에서 전형적인 월임대료(또는 연간임대료) 승수를

구함.

○ 대상 점포의 권리금 = 승수 × (월 보증금 운영이익 + 월임대료)

○ 실증자료 : Ⅵ.우리나라 권리금실태 → 3.연구논문상 지역별 권리금 실태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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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권리금 산정 

1) 거래사례비교법 모형

Pm = Ps × C × T × Z × I × A × D

   Pm : 대상물건의 비준가격

   Ps : 사례물건의 권리금 

   C : 사정보정치

   T : 시점수정치 

   Z : 지역요인 비교치

   I : 개별요인 비교치 

   A : 면적요인 비교치

   D : 기타사항 비교치(존속기간 등) 

2) 비교요인

○ 권리금 형성요인의 우선순위20)

변 수 구 분 표본수 유효%

권리금 형성에

미치는 요인

(순위별 답변수)

1순위 상가의 위치 42/50 84.0

2순위 영업노하우, 거래망, 허가권 등 무형적 가치 28/49 57.1

3순위 인테리어 및 영업시설, 비품 24/49 49.0

4순위 임대면적 15/47 31.9

5순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6/47 34.0

6순위 임대기간 21/47 44.7

주) 감정평가사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0) 이덕진, 석사학위논문 편집,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2011.8.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학원, p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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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치 예시21)

지역상권 요인분석 개별상권 요인분석

항목 세항목 요인치 항목 세항목 요인치

위치

교통 접근성

1.00 위치

지하철역세권, 

버스노선

0.95배후지와의 접근성 가시성, 개방성

상권인지도 인근점포와 조화

편익·유인시설 접근도로의 계통성

유동

인구

경제기반도

1.00
유동

인구

크기

0.95
인구체계(구매층) 주요고객 유형

소득수준 유효구매력 수요

소비성향도 상가적합성

배후지
위치, 종류, 크기

1.00 배후지
배후지의 성격

1.00
세대수, 구성원 현황 배후지와의 적합성

영업

수준

영업의 전문화

1.00

영업

수준

영업노하우

0.95
거래처 수준

신용도

고객인지도

유형

시설

인테리어 수준

1.00
상권의 집단화

영업시설의 형식

비품구비수준명성 및 트렌드

합계 1.000 합계 0.857

3) 소결

○ 유사성 있는 거례사례 수집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

○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치 요인이 있는지 파악이 곤란.

○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추가적인 연구 필요.

21) 이덕진, 석사학위논문 편집,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2011.8.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학원,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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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귀분석법에 의한 권리금 산정 

1) 평가모형

○ 권리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 사용

-     

2)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 상가권리금과 매출액과는 정(+)의 상관관계

○ 상가월임대료 :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

○ 상가업종에 따라 상가권리금의 수준과 결정요인이 다름

○ 상가보증금

○ 상가월임대료

○ 상가면적

○ 건물내부의 층 : 1층여부

○ 업종

○ 역과의 거리

○ 공시지가

○ 중심지와의 거리

○ 상점의 종류

○ 도로의 폭

3) 회귀분석법에 의한 평가 예시22)

○ 종속변수 : 권리금

○ 독립변수

22) 박정화, 권리금 이론과 실제,2013, 한국부동산연구원, pp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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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

변수

상가권리금 현재의 상가임차인의 호가 권리금

지역권리금
상가권리금 중 영업장소가 위치한 장소에 따른 이

점 등으로 발생한 권리금

영업권리금
상가권리금 중 영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이익, 영업

기밀·영업노하우 전수에 대한 권리금

시설권리금
상가권리금 중 인테리어/집기 등 유형의 시설물 

및 비품 등에 대가

독

립

변

수

공간

특성

실질임료
(상가보증금 x 보증금 운용이율) + (월세 x 12개

월) ; 보증금 운용이율 : 4.5%

용도지역
점포가 속한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준주거지

역, 상업지역

접면도로 광대로, 중로, 소로 이하

층 점포가 위치한 층

면적 입주상가의 면적

영업

특성

영업유형
상점의 영업 유형 구분 : retail store, 

restaurant, realestate agency, service

순수익 월순수익

영업기간 현임차인의 총영업기간

영업안정화기간 개점 후 영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기간

시설

특성
개업시설비

상가 입주시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 집기 비용

기타

특성

지불권리금 점포 입주 시 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PV) 

지불지역 권리금
지불권리금 중 영업장소가 위치한 장소에 따른 이

점 등으로 발생한 권리금(PV)

지불영업 권리금
지불권리금 중 영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이익, 영업

기밀·영업노하우 전수에 대한 권리금(PV)

지불시설 권리금
지불권리금 중 전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집기 

등 유형의 시설물 및 비품 등에 대가(PV)

지역 한남, 장위, 원미 지역 구분

○ 도출된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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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GFT : 상가권리금, X111 : 실질임료, X211 : 음식점, X221 : 순수익,

X231 : 영업기간, X3 : 개업시설비, X411 : 지불권리금

○ 시사점 : 실질임료, 영업의 특성 중 영업유형, 순수익, 영업기간, 시설특성인 개업시

설비, 기타 특성 중 지불권리금이 주요 변수가 됨.

6. 바닥권리금 산정방법 

○ 일괄 평가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구분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산정.

○ 사회 정의 관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평가방법

바닥권리금 =  총권리금 -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

1) 총권리금, 시설권리금 산정

○ 앞의 방법으로 도출된 값

2) 영업권리금 산정방법

○ 산정모형


  




대상점포의초과영업이익

○ 초과영업이익 산정방법

- 초과영업이익 = 대상상가의영업이익 - 인근지역의동종(혹은유사)업종의평균영업이익

- 실제 현지조사, 국세청경비비율,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통하여 초과이익 파악이 난

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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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리금 평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1. 평가액과 실거래금액과의 괴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권리금 시장은 비합리성이 강하고, 개별성이 큼.

○ 뚜렷한 기준 없이 양도․양수자 간에 협상력으로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종전에 수수된 권리금과 평가액과의 괴리는 필수→ 감정평가액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2. 권리금 신고제 도입으로 자료축척   

○ 공공차원의 자료축척이 거의 전무. →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공식적으로 신고

등록 및 세금신고하고,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과세 :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권리금 거래자료, 매출액, 경비 등에 대한 자료 확

보 가능.

3. 권리금 가격형성요인, 할인기간, 할인율 등에 대한 추가 연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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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권리금 평가방법의 예시

1. 사례개요23) 

○ 평가대상

상호 00 미용실 매출자료 시설

업종 미용업 평균매출액 시설내역

영업개시일 2012.5.1.
2,000만원/월 내부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임대차종료일 2017.4.30.

전용면적(평) 7.9 평균영업이익 구입 및 시공일

임대료
보증금 2000만원

500만원/월
인테리어:2,000만원

(2009.5.1.시공)월세 150만원

권리금 5,000만원 

○ 비교사례

상호 00 음식점 매출자료 시설

업종 음식점 평균매출액 시설내역

영업개시일 2009.10.1.
미상 내부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임대차종료일 미상

전용면적(평) 17 평균영업이익 구입 및 시공일

임대료
보증금 2,000만원

미상 미상 
월세 150만원

권리금 3,000만원 

23) 이덕진,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P66-70. 의 사례를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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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예시 

< 기본전제 >
 1. 이미용실 평균 영업이익율 20.1%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보고서 상)

 2. 할인율(WACC)  : 12% / 년 적용 

 3. 할인기간 : 24개월 

 4. 영업의 이전 : 미용실 → 미용실 

 5. 유형고정자산 : 내용년수 7년, 정액상각, 잔가율 10% 

 6. 비준가격 적용시 : 개별요인 비교표 는 앞의 예시 사용 

 7. 가격시점 : 2013.6.1.(새로운 임차자와의 권리금 계약목적) 

1) 수익가격에 의한 권리금 산정

대상점포의 평균영업이익 500만원/월

할인율 1%/월

할인기간 12월

현재가치 5,628만원

경과년수를 고려한 현재가치 (A) 5,628×47/60 = 4,408만원

재조달원가 2,000만원

전내용년수 5년 (60개월)

잔존내용년수 11개월

잔존 시설물가치(B) 530만원

수익가격에 의한 총권리금(A+B) 4,638만원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권리금 산정

사례

가격

사정

보정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기타사항

산출

가격

8,000 

만원
1.00 1.1231 1.000 0.857 0.46 1.50

5,312

만원

※ 경과년수를 고려한 비준가격 : 5,312 × 47/60 = 4,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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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RMM법에 의한 권리금 산정

보증금

(만원/년)
보증금

운영이율

대상점포의 연간 총임대료

승수

(강남) 권리금
보증금

운영이익

(만원/년)
임대료

(만원/년) 총임대료

2,000 2.8 % 56.0 1,800 1,856 1.62 3,006.72만원

※ 경과년수를 고려한 비준가격 : 3,006× 47/60 = 2,350만원

4) 시산가격의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격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한 가격
MRMM법

4,638만원 4,160만원 2,350만원 

○ MRMM법에 의한 권리금은 점포의 업종 및 개별적 특성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수준

에서 지불가능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권리금의 성격을 보

이는 하한가격 성격이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은 비교거례사례의 비교성

및 요인비교치의 한계가 있는 평가방법임.

○ 따라서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주방식으로 하되, 타방식에 의한 평가액을 참

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권리금 감정평가액 ￦4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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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민성훈 교수(수원대학교)

자영업자 600만명을 바라보는 시점에 권리금에 관한 제도가 정립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

다. 우리나라에서 권리금 거래는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

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과 그렇지 못한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권리금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제화

의 동기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차인 보호만을 강조하는 권리금 법제화가 상가 매매시장을 위축시

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매매시장 즉 투자시장은 상가의 공급에 직접 연

관되므로 장기간 매매시장이 침체될 경우 상가의 재고량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상승하

게 된다. 이는 임차인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결국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 보호 뿐 아

니라 상가시장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권리금은 영업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업권과 달리 권리금은

부동산과 연관되어 훨씬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

업권리금 등으로 구분하는 시각이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입지의 가치가 임대료가 아닌

권리금의 형태로 거래되거나, 시설물의 가치가 매매대금이 아닌 권리금의 형태로 지급되

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포괄적인 권리금 관행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권리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형성된 시장의 경우 임대료는 그 내재가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러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

태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상가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작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 부동산의 가치와 영업권의 가치를 적

절히 정의하고, 영업권의 가치 즉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 임대인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

는데 있어서 ‘권리금의 가치산정’이라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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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권리금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70, 80년대의 산업사회를 지나며 점

포 거래 시 권리금의 거래도 일반화 되어왔다. 90년의 경제성장의 시대를 지나며 권리금

의 유형적 투자금액이 커지며 유형물에 대한 권리금도 점점 커졌고, 이제는 영업력에 기

인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권리금 거래가 일반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팽배해졌고, 이를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

다. 개정안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임대인의 협력의무 부과, 권리금 거래 시 표준계약

서를 작성, 보험상품 개발 및 전담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

나 몇 가지 추가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표준권리금 고시

자영업자 700만명인 경제상황 속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권리금을 고

시할 필요가 있다. 상권이 형성된 전국 시,도 하위시장을 선정하고, 지역별, 상권별(상권등

급 A~D) 표준지 공시지가와 같은 표준권리금을 조사 발표하여 경제거래의 지표로삼도록

한다.

2) 계량분석 모형에 따른 권리금 산정모형 및 계수확정

현장실사 및 탐문을 통해 변수내역 및 적정거래수준을 조사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 등

을 활용한 추정모형과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계수를 확정한다. 개별영업장의 권리금 산정

시 평가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각 변수의 내역을 확정하고 제시된 권리금산정모형과 계

수를 활용하여 개별권리금을 산출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해당 영업을 생활의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예기치 못하게 영업장소

를 잃게 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영업보상 문제의 핵심은

권리금의 문제이며, 권리금은 영업권자들의 투자 및 노력에 따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를 기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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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여 전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을 영위하여 그들의 생존의 기반을 상실하지 않도록, 일

반경제상황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워져야 한다. 그

러나 보상법에서 영업이익의 적용 개월 수를 늘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제현황,

지역현황, 개별적 영업현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산정하여 직접 보상하고, 현행 보상법과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방안이 보다 적정하다

고 생각된다.

4) 정비사업에서 권리금 보상으로 인한 재원조달 방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권리금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도정법」은 사업시행자

가 법령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

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

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에도불구하

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이익을 증대시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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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대표(상가뉴스레이다)

권리금의 세부항목별 이해관계의 조정

1. 지역권리금(학술표현상) :

속칭 바닥권리금으로 불리는 잇권으로서의 권리금은 현실적으로 부당이익에 가까운 성

격이크며굳이 확대해석 하자면 건물주의 부동산적 가치에 기인하는 바 임대료적 가치에

반영되어져야할 요소를 단순히 임차권리를 행사함으로서 중도편취적인 성격이 있는 금액

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에 따른 선의의 임차인 보호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임차인이 새

로운 신규임차인에게 행사하는 약탈의 한 유형으로 보일 수 있으며, 임차인간의 착취구조

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불합리성이 포함된 거래유령이 될 수 있어 반영상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2. 수익방식에 의한 권리금평가 방식중 평가모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방식의 경우 최초

권리금의 총량을 바닥+영업+시설으로 구조도모형을 설계하면서 영업기간중 회수된 영업

가치를 잔존임차기간과 연동하여 거품으로 배제하는 모형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대입

시 기존거래유형은 기존임차인은 2년간 계약하고 있던계약을 점포 거래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연장한후 자신의 최초 투입권리금액면+추가설비투자(리모델링등)+영업이익확대

(물가상승등에 따른 자연매출상승액)등을 포함한 확대권리금을 회수해야할 액면으로 보고

있어 일종의 권리금 장사식의 거래유형이 발달된 상권에서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면 도식상의 거품제거방식의 관점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존임차인이 회수해야할 권리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음

3. 권리금의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는 항목별 관점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권리금(바닥권리금)의 경우 편법적 거래(건물주 또는 기존 임차인등이 아닌 거래중개자의

편취와 같은 경우)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할 필요가 있음

영업권리금으로 표현되는 산정의 방식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장부의존방식의 매출산정

의 일방적 방식의 카드매출분 신고, 현금매출 누락등과 같은 방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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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 신고매출액 기준을 정립하여 산정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장치들이 필요함

시설권리금의 경우도 이종업체간의 승계라면 필요없는 집기를 강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경우가 될 수 있어 동종업종간의 거래승계방식의 권리금 산정과

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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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건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최근우리사회는 자영업 종사자가 6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직

과 해고, 근로자들의 소규모 창업과 청년 취업으로 창업에 뛰어 드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

고 있다. 이들은 소자본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가권리금은 자영 업주와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많으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제도적 미비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건물 권리금 문제는 그동안 상관습 및 관례를 통해서만 불안정하게 규율되어 왔기

때문에 슈퍼갑인 건물주로부터 투자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건진 채 피땀 흘려 이룬 생업

의 터전인 가게로부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

는 점과, 권리금 관련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권리금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적용(또는 보호)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제도의 실질적 폐지, 권리금회수의

기간일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기간의 연장(최소 7년 또는 10년), 월차임 중액제한의 물가

(또는 기준금리) 연동제의 적용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법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

거나 지금 진행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