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 임대차 
기본

예산은 어느 정도?

중요한 이유는?

어떤 유형입니까?



상업용 임대차란?

상업용 임대차란 사업주와 임대주 간의 계약입니다. 이런 

임대차를 통해 사업주는 해당 임대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됩니다. 구두 약속은 좋은 것이지만 올바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귀하의 

임대주와 서면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용 임대차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백분율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료 + 월간 매출의 일정 퍼센트 지불

순임대차(순리스)
임차인이 임대료 + 재산세 지불

이중 순임대차
임차인이 임대료 + 재산세 + 보험료 지불

삼중 순임대차
임차인이 임대료 + 재산세 + 보험료 + 관리비 지불

풀서비스 임대차(총리스)
임대인이 직접 모든 경비 지불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악수는 훌륭하지만 사업을보다 잘 보호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용 임대차에 있어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사자들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사람은? 

총임대료

임대차 계약에 드는 경비는?

개시일

언제 임대료를 지불하기 시작하는가?

운영 경비

운영 경비에 포함되는 것은(예: 설비사용, 조경 등)?

공용 공간 관리

“공용 공간” 관리 책임은 누가?

수리보수

운영 개시를 위해 임대물건에 수리보수가 필요할 때 누가 부담하는가?

계약 기간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설명

어떤 면적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측정되고 있습니까?

상업 임대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동의 한 모든 조건을 

포함해야합니다. 상업 임대는 집주인에게 주거용리스만큼 많은 

요구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해야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사업 예상 수익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대료는 통상 월세로 평방피트 당 계산된 비용입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주가 자신의 매장에서 한달에 7천 달러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해당 매장을 위해 700평방피트가 필요하다면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최대한의 월세는 평당피트 당 1달러, 즉 

총 700달러까지 입니다.

최대 임대료 예산
총 예상 수익 X 10%

$7,000 x 10% = $700

$700

평방피트 당 경비 예산
임대료 예산 ÷ 필요 면적 피트

$700 ÷ 700 평방피트 = $1/평방피트

$1/평방피트 20 ft.

35 ft.



어디에 사업 장소를 두어야 
할까요?

• 주변의 다른 사업체로 인해 귀하의 사업장으로 고객이 

유입됩니까?

• 주변의 다른 사업체와 귀하가 고객을 두고 경쟁합니까?

•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의 사업장 이용 대상입니까?

• 귀하의 사업장에의 접근성이 좋습니까?

귀하의 비즈니스 위치는 큰 결정이며 많은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질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상업용 임대차에 흔히 사용되는 용어 및 조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할 때 알아야 

할 일반적인 용어 및 조항입니다.

퇴거 조항(킥아웃)
임차인이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를 종료합니다.

공동 임차 조항
해당 위치의 다른 사업이 폐업하면 임대를 종료하거나 임대료를 낮춥니다.

영역권 보장 조항
임차인은 일정 반경(통상 5마일) 안에 유사한 매장을 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제한 반경은 협상 가능합니다. 

조정중재 조항
분쟁이 생길 시 당사자들이 소송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대(서브리스)
다른 사업주에게 다시 임대해 줄 수 있는 권리로, 귀하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때 귀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압류
임대인이 임대물을 저당 잡혔을 경우, 임대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할지에 관해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방지 조항(non-disturbance provision)”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보증
사업 실패의 경우, 임차인은 개인 자금으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것을 처음 몇 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백분율 임대 조항
사업주의 총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선 경우, 임대주는 총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이 책자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일부 기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상공에 도움이 될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LA 법률 지원 재단

634 S. Spring Street, Suite 400A
Los Angeles, CA 90014
(800) 399-4529
www.lafla.org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Small Business
중소기업 LA카운티 사무실

113 N. Sunol, Suite 218
Los Angeles, CA 90063
(323) 881.3964
osb.lacounty.gov

Los Angeles BusinessSource Centers
LA비즈니스 자원 센터

엘에이내 9 장소
www.business.lacity.org/resources/service-centers

Los Angeles Business Portal
LA 비즈니스 포털

www.business.lacity.org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중소기업청

www.sba.gov



책자 디자인 담당 
LA-Más

www.mas.la

정보 제공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LA 법률 지원 재단)
www.lafla.org

인쇄 스폰서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Los Angeles
www.lisc.org/los_angeles

배급자분들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