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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우리 삶에 있어 쾌적하고 평안한 주거생활이 중요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듯 독일은 이미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이후 그리고 동서독 통일 이후 대도시를 중

심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여러 입법적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여러 번

의 제·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규정은 일반법으로서 독일민법전(BGB)

에 일원적으로 규율되고 있다.1) 약 4000만 가구 이상이 임대차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2) 이와 같은 독일 주택임대차 관련 법규범의 변화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그 의미

DOI: http://dx.doi.org/10.18018/HYLR.2019.36.2.18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Dr. jur.)
 1)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과 특별사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함께 규율되고 있는 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Gramlich, Mietrecht, C. H. Beck, 14. Aufl., 2018, Vor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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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대한 규정은 21세기 초반 전면적 대규모 개정3)을 거친 이후 추가적으

로 2013년4)과 2015년5) 각각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 2018년 또 한 차례의 개정이 단행되

었다. 즉, 지난 해 독일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에서 대연정(Große Koalition)6)은 지난

한 협상 끝에 임대차법 개정에 협의한 바 있다. 「임대차관계 시작시 허용되는 차임에 대

한 규정의 보완 및 임대차 목적물 개량에 대한 규정의 수정에 관한 법(이하 본고에서 ‘개정

법’이라고 약칭한다)」7)이 그것이고 동법은 2018년 12월 21일 연방법률공보

(Bundesgesetzblatt)에 게시된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8) 개정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차임 규제(Mietpreisbremse)의 실효성 강화와 임대인으로

부터의 주택개량을 이유로 하는 차임인상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부터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9) 이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특히 차임의 규제

와 관련하여 기존의 주택임대차관계에 대한 법규범의 실효를 높이고 보완하고자 마련된 입

법의 결과라 보여진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매월 지급가능한 수준의 적정 차임이 보장되는 

임차주택(sog. bezahlbarer Wohnraum)10)에서의 거주가능 여부는 독일 전반에 걸친 사회적·

경제적 화두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법이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또는 채권적 전세관계에서의 보증금)의 인상

이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대한 주택임차인 보호 대안으로서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11) 특히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

 3) Gesetz zur Neugliederung, Vereinfachung und Reform des Mietrechts (Mietrechtsreformgesetz) vom 
19.06.2001 (BGBl. I S. 1149).

 4) Gesetz über die energetische Modernisierung von vermietetem Wohnraum und über die vereinfachte 
Durchsetzung von Räumungstiteln (Mietrechtsänderungsgesetz – MietRÄndG) vom 11.03.2013 (BGBl. I 
S. 434)

 5)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Mietrechtsnovellierungsgesetz – MietNovG) vom 
21.04.2015 (BGBl. I S. 610).

 6) 현재 독일 정치의 특색은 이른바 ‘대연정’에 있고 현재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으로 구성되어 있다. 

 7) Gesetz zur Ergänzung der Regelungen über die zulässige Miethöhe bei Mietbeginn und zur Anpassung 
der Regelungen über die Modernisierung der Mietsache (Mietrechtsanpassungsgesetz – MietAnpG).

 8) Selk, “Das Mietrechtsanpassungsgesetz”, NJW 2019, 329.
 9) Mietrecht, Beck-Texte im dtv, 49. Aufl., 2019, Vorwort.
10)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fuenf-vorschlaege-fuer-bezahlbaren-wohnraum-100.html [2019.5.30. 

최종확인].
1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3991&ref=A [2019.5.30.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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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차임인상으로부

터의 임차인 보호(차임보장)의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최근 개정법의 내용 및 의미를 살핌으

로써 우리에게 주는 비교법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

서는 개정법 이전의 독일 주택임대차 규정에 있어서 차임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

보고(II),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의 주요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분석(III)하

며, 우리법제에 대한 개선방안(Ⅳ)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독일에서의 개정법 이전 차임의 규율

1. 개관 

과거 독일에 있어서 차임에 대한 법적 제한은 민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차임인상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동법이 주

택임대차개정법(Mietrechtsreformgesetz)에 의하여 민법에 편입되었다.13) 이에 의하면 독일

민법 제557조(이하 별도의 법명 표시가 없는 조문은 독일민법을 뜻한다)에 따라 임대차관

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차임의 인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하여 이

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장래의 차임 증감에 대하여 ‘계단식차임(Staffelmiete)’ 또는 ‘지수식

차임(Indexmiete)’의 방법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차임 인상방법 이외에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인 차임의 인

상 방법 역시 가능하다. 즉 제558조 이하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 

없이 ‘지역상례적 비교차임(ortsübliche Vergleichsmiete)’이라는 기준을 한계로 차임인상에 

동의할 것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차임의 인상에 대한 임대차 법규상 제한의 방법 이외에도 물론 공서양속위

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제138조14) 및 차임을 통한 폭리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금

12)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668, 2018.3.26 등.
13) Blank/Börstinghaus/Börstinghaus, Miete, Kommentar, 3. Aufl., 2008, § 557, Rdn. 1.
14) 제138조 [양속위반의 법률행위, 폭리]

(1)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특히 타인의 궁박, 무경험, 판단능력의 결여 또는 현저한 의지박약을 이용하여 어떠한 급부의 대가

로 자신에게 또는 제3자에게 그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적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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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dbuße)을 부과할 수 있는 독일경제형법(WiStG) 제5조 등에 따른 제한도 가능하다. 다

만 본고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어 차임 인

상과 관련되는 임대차법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15)  

 

2. 합의에 의한 차임인상

가. 임대차관계의 존속 중 차임인상

제55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계약자유의 

원칙(Prinzip der Vertragsfreiheit)의 실현16)이라는 관점에서 차임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가

능하다. 명문으로 동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오로지17) 임대차관계의 존속이 요구되므

로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시의 합의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8) 따라

서 계약 체결의 시점에서 ‘장래’ 차임인상 여부에 대한 합의는 뒤에서 살필 계단식 차임방

식 또는 지수식 차임방식만이 가능하다.19) 

만약 동항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변경할 차임을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움이 예견되므로20) 이를 고려하였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임대차관계의 존속 중에서 차임인상과 관련하여 특징은 임차인 보호 기능을 하는 제558

조에 따른 차임인상제한기간(sog. Jahressperrfrist)21) 및 인상한계(Kappungsgrenze)22) 규정이 

15) 보다 자세한 차임 인상 및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법규 내용은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16) 박신욱, “한국과 독일의 임대차임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1514면 참조.

17) Harz/Riecke/Schmid/Fleindl, Handbuch des Fachanwalts Miet- und Wohnungseigentumsrecht, 6. Aufl., 
2018, Kap. 4, Rdn. 138.

18) Schmidt-Futterer/Börstinghaus, Mietrecht, 13 Aufl., 2017, § 557, Rdn. 22. 계약 체결시 차임에 대한 합의
가 있었으나 임대차관계의 존속 중 특정 시점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역시 동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9) Blank/Börstinghaus/Börstinghaus, § 557, Rdn. 7.
20) Blank/Börstinghaus/Börstinghaus, § 557, Rdn. 1.
21) 제558조 제1항 제2문 “차임인상 청구는 최종의 차임인상이 있은 후 적어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를 

할 수 있다”.
22) 제558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인상에 있어서 차임은 3년 동안에, 제559조 내지 제560조에 의한 인상을 

제외하고, 2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한다.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부에서 주민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충분한 임대차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위태롭고 또한 그러한 지역이 제3문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제1문에 규정된 백분율은 15%에 해당한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각 최장 
5년의 기간으로 그러한 지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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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7조 제1항에 따른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한과 무관하게 합의에 따른 

차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 장래를 향한 차임인상

제557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장래에 대한 차임 변경에 대한 합의는 계단식 

차임방식 또는 지수식 차임방식을 통하여 가능하며23) 이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계단식 차임(Staffelmiete)

제557조의a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단식 차임방식을 통하여 특정기간 동안 차임이 

변동될 수 있음과 그 변동정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제1항). 이러한 합의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가능하다.24) 이 방식은 경제상황의 변동과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앞으로 지급될 차임에 대해 예상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

다. 즉 임대인은 투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보다 명확히 계

산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장래의 차임인상의 범위 및 기간을 미리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

다.25)

유의할 점은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제

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에 따른 해당 규정이 계단식 차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57조의a 제4항).26) 즉, 주거시장 사정이 열악한 지역 내에서의 장래 차임에 대하여 계

단식 차임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차임의 전부는 지역상례적 비교차임(ortsübliche 

Vergleichsmiete)의 10% 이내로 제한되게 되었다. 

(2) 지수식 차임(Indexmiete)

§ 557조의b에 의하여 차임을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조사된 가계물가지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지수식 차임 방식이다(제1항).27) 동 방식에 따르는 경우 계단식 차임

23) Blank/Börstinghaus/Börstinghaus, § 557, Rdn. 8-10 참조.
24) MünchKomm/Artz,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4,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7. Aufl., 2016, § 557a, Rdn. 5.
25) Palandt/Weidenkaff, Bürgerliches Gesetzbuch, 78. Aufl., 2019, § 557a, Rdn. 1.
26) 2015년 이전의 경우 계약 체결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와 같은 제한 없이 차임의 인상을 합

의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독일형법(StGB) 제291조 및 독일경제형법(WiStG) 제5조에 따른 제한
은 가능하였다. 

27) Gramlich, § 557b, Rd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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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와 같이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차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쉽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동 방식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계를 위한 지출이 가계물가에 따른 영향을 받는 만큼 차임을 안정적인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제558조 이하의 차임 인상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차임 인상이 가능하다

는 것이 장점이 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동일 지역내에서 통상적인 차임 인

상 수준이 최근 몇 십 년 간 물가 인상 폭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관점에

서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28)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차임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계단식 차임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거시장 사정이 열악한 지역 내에서의 장래 차

임에 대하여 지수식 차임을 합의할 경우에는 제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에 따른 차임 규

제의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항). 다만 시장상황에 따른 가계물가지수의 유동성을 고려

한 특성상 앞으로의 지수식 차임방식에 따른 전체 차임이 아닌 약정상 첫 차임에 대하여만 

차임 규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29) 아울러 계단식 차임방식과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차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임변경을 위해서는 계

약당사자 일방의 문면방식에 의한 의사표시가 요구된다(제3항).

3.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 차임인상

가. 지역상례적 비교차임(ortsübliche Vergleichsmiete)에 의한 차임인상

(1) 의의

제558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도 이른바 지역상례적 비교차

임(ortsübliche Vergleichsmiete)을 한계로 하여 임차인에게 차임인상에 동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임차 주택이 있는 지역 내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있어 통상적인 차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고, 차임 인상에 있어서 비교된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인상

을 제한 가능한 기준을 의미한다. 임대인은 독자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동시에 이의 행사에 있어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8) Schmidt-Futterer/Börstinghaus, § 557b, Rdn. 8. 
29) Gramlich, § 557b, Rd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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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8조의b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 인상 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인상청구 도달 후 세 번

째 달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그 인상차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제558조의b 제1항).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러한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558조의b 제2항).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차임에 동의하지 않고 임대인이 소를 제

기할 때까지 기다려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의 차임인상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

질 경우에는 차임에 대한 부담증가를 이유로 지불 가능한 다른 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임대인의 차임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는 임대

차계약을 스스로 특별 해지(Sonderkündigung)할 수 있다(제561조 제1항)30). 따라서 이러한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동의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동 규정은 먼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임차

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존속보장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임대인의 입장

에서는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차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방법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31)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은 통상 주거공간을 유형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제558조 제2항). 즉 유사한 임차주택의 종류(Art)·크기(Größe)·설비(Ausstattung)·성상

(Beschaffenheit)·위치(Lage)·에너지 고효율과 관련된 시설과 성상(energetische Ausstattung 

und Beschaffenheit)32)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정해질 수 있다.33)

(2) 차임인상의 근거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의 인상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적법한 ‘이유’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차임일람표(Mietspiegel)와 차임정보은행상

의 정보자료(Mietdatenbank)가 있다. 

30) 제561조 제1항 “임대인이 제558조 내지 제559조에 의한 차임인상을 행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
사표시의 도달 후 두 달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를 특별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는 두 달의 경과로 효력
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해지하면 차임인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31) Schulze/Eckert, Bürgerliches Gesetzbuch, Handkommentar, 10. Aufl., 2018, § 558, Rdn. 1.
32) 2013년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기준 이외에 해당 기준이 추가되었고 이는 독일에서의 에너지 정책에 따

른 주택개량과 이에 따른 차임 인상 문제를 함께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도국, “2013년 독일 주택임대차개정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41면 이하 참조.

33) 물론 이러한 명문의 기준 이외에도 해당 주택의 건축연령(Baualter)도 실무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
을 할 수 있다(Blank/Börstinghaus/Börstinghaus, § 558, Rdn. 30-32a).



法學論叢 第 36 輯 第 2 號188

(가) 차임일람표(Mietspiegel)

먼저 일반적인 차임일람표(einfacher Mietspiegel)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익대표가 공동

으로 또는 기초지방자치체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에 대한 보통의 일람

표를 의미한다(제558조의c).34) 다음으로 공인차임일람표(qualifizierter Mietspiegel)는 이와 

같은 일반차임일람표의 작성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적 원칙에 따라 

작성되고 기초지방자치체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대표가 승인한 차임일람표를 말한다

(제558조의d).35) 

아래의 표는 2019년 현재 베를린 지역에 적용되는 차임일람표로서 해당 임차주택이 언제 

건축되었는지와 면적의 대소를 기본적인 기준으로 각각의 거주위치, 설비 등을 고려하여 

각 평방미터(㎥) 당 매월 몇 유로화(€)의 순수차임(Netto-Kaltmiete)이 베를린 지역에서 통

상적인 차임으로 볼 수 있는가의 정보를 담고 있다. 

[표 1] 현재 독일 베를린 지역에 적용되는 차임일람표36)

34) Gramlich, § 558c, Rdn. 1.
35) Gramlich, § 558d, Rdn. 1.
36)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mietspiegel/de/download/Mietspiegeltabelle2019.pdf [2019.

5.30.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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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임정보은행상의 정보자료(Mietdatenbank)

이는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한 차임 정보의 집합으로

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대표가 공동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집하거나 승인하

고 또한 그로부터 개별 주거에 대하여 그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제558조의e).37) 차임정보은행상의 정보자료의 주요 기능은 지역상

례적 비교차임의 조사와 정보 공유에 있으므로,38) 차임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역시 충분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39) 

나. 지역상례적 비교차임 적용의 법적 한계

(1) 차임인상한도(Kappungsgrenze)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의 경우 일차적으로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의 범위 내로 제한

을 받는 것에 이어 이차적인40) 법률적 한계가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제558조 제3

항 제1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동안에 2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는 제한이 그것이

고 이를 일반적으로 차임인상한도(Kappungsgrenze)라고 칭한다. 이러한 차임인상의 제한은 

독일 전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41) 그러나 차임인상한도는 모든 인상의 요구에 적용

되지는 않는다. 즉, 주택 개량조치(제559조) 또는 관리비(제560조)의 상승을 원인으로 하는 

차임 인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의 적용 없이 인상 가능하다. 

그러던 중 이러한 제한은 2013년 개정법에 따라 신설된 제558조 제3항 제2문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즉, 임차주택의 수요가 큰 지역의 경우 차임인상한도를 한층 더 축소하여 

‘15%’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차임통제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임차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부족하여 

15%를 한도로 차임인상이 제한될 수 있는가는 동항 제3문에 따라 각 주(州)정부의 권한에 

속하게 된다. 주정부는 이를 위하여 법규명령에 따라 매 5년을 최고 기간으로 자신의 주 

내에 있는 지역 중 해당 차임인상한도가 적용될 곳을 정할 수 있다.

37) Gramlich, § 558e, Rdn. 1.
38) Blank/Börstinghaus/Börstinghaus, § 558e, Rdn. 4
39) Lee, Zum Schutz des Wohnraummieters nach dem deutschen BGB im Vergleich mit dem koreanischen 

Wohnraummietschutzgesetz, Universität Konstanz, Hartung-Gorre Verlag Konstanz 2013, S. 35.
40) Schulze/Eckert, § 558, Rdn. 4
41)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른바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로서 독일경제형법

(Wirtschaftsstrafgesetz) 제5조에 따라 50,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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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독일의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 차임 인상에 대한 한계는 앞서의 차임인상한도를 통한 제

한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즉 2015년 4월 21일 제556조의c 

뒤에 새로이 목(Unterkapitel)이 추가되어 제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 규정들이 마련되었

고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42) 동 규정들은 임차주택의 수요가 큰 과밀지역에서 새

롭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첫 개시차임’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없었던 기존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각 주(州)별로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의 최대 ‘10%’ 수준의 한계로 더욱 

강력한 차임 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43)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제556조의d 이하에서 

‘차임 규제(Mietpreisbremse)’라는 용어로서 직접적 명문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Bremse’라는 독일어는 ‘제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용어는 급등하는 

‘차임(Mietpreis) 인상’을 ‘제동(Bremse)’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보여진다.44) 즉, 기

존의 차임인상의 법적 제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라는 의미로 많은 이론적·실무적 문헌에

서 당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Ⅲ. 최근 개정법의 내용 및 시사점

독일에서 임차주택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충분치 못한 지역 내에서의 차임 인상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의 차임 인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2015년 도입

된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규정45)은 지금까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된다. 또한 임차주택의 개량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분담금이 임차인에게

는 차임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임차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거주를 떠나게 

만드는 등 이른바 ‘임차인 축출을 위한 개량조치(Herausmodernisieren)’가 문제되고 있다.46) 

이러한 점을 입법적으로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관계 시작시 허

용되는 차임에 대한 규정의 보완 및 임대차 목적물 개량에 대한 규정의 수정에 관한 법」

42) Gramlich, § 556d, Rdn. 2.
43) 박신욱, 앞의 논문, 1525면 이하; 김세준,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강원법학」제4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210면 이하.
44) 이러한 관점에서 ‘차임제동수단’이라는 용어로 직역하여 이를 소개하는 견해(박신욱, 앞의 논문)도 있으

나, 해당 용어는 차임 인상을 강력히 규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의역되므로 본고에서는 이하 ‘차
임 규제’라고 표현 하고자 한다. 

45) Börstinghaus, “Die Mietpreisbremse in der Praxis”, NJW 2018, 665.
46) BT-Drucks. 19/4672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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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47) 첫째, 차임 규제의 실효성 강화의 관점

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시 요구되는 이전 차임(Vormiete)의 정보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지

의무(Auskunftspflichten)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모색하였다는 점과,48)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의 주택 개량조치(Modernisierungsmaßnahme)를 이유로 하는 차임인상 요구에 따른 부담으

로부터 임차인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하였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강화의 관점에서, 특히 차임의 규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주택임대차관계에 

대한 법규범의 실효를 높이고 보완하고자 마련된 입법의 결과라 보여진다. 아래에서 중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차임 규제(Mietpreisbremse)의 강화

가. ‘이전 차임(Vormiete)’에 대한 정보제공

신설된 제556조의g 제1항의a49)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차임에 

대한 정보의 요청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Auskunftspflichten)를 

부담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임대인이 차임 규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차임을 

이전 차임을 근거로 요구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차임이 차임 규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전 차임 또는 개량조치의 고려와 관련된 제556조의e 또는 차임 규제 규정

의 적용 예외와 관련된 제556조의f에 근거하여 계약상 다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이전 임대차관계의 종료 직전 1년간의 이전 차임이 얼마나 높았는지, 임대차관계의 

개시 전 지난 3년간 개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주택이 2014년 10월 1일 이후 처음 사용되

47) Mietrecht, Beck-Texte im dtv, 49. Aufl., 2019, Vorwort; https://www.mietrecht-reform.de/mietrechtsreform
-2019/neues-mietrecht-2019-alle-aenderungen-im-ueberblick/ [2019.5.30. 최종확인]

48) Herlitz/Saxinger/Herlitz, Handbuch sozialer Wohnungsbau und Mietrecht, 2019, Kap. 4, Rdn. 204.
49) 제556조의g [법률효과; 차임에 관한 정보]

(1a) 차임의 허용 가능성이 제556조의e 또는 제556조의f에 근거하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기 전에 그에게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1. 제556조의e 제1항의 경우, 이전 임대차관계의 종료 직전 1년간의 이전 차임이 얼마나 높았는지,
2. 제556조의e 제2항의 경우, 임대차관계의 개시 전 지난 3년간 개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3. 제556조의f 제1문의 경우, 주택이 2014년 10월 1일 이후 처음 사용되었고 임대되었는지,
4. 제556조의f 제2문의 경우, 광범위한 개량조치 이후 첫 임대인지 여부.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556조의e 또는 제556조의f에 따라 허용되는 차임을 원용할 수 없다. 임
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규정된 양식으로 정보를 추완한 경우, 그는 정보의 추완 이후 첫 2년 제556조의
e 또는 제556의f에 따라 허용 가능한 차임을 원용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추완한 이후부터 비로소 제556조의e 또는 제556의f에 따라 허용 가능한 차
임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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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임대되었는지, 광범위한 개량조치 이후 첫 임대인지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야하는 의무를 갖는다. 

나. 임차인의 이의 제기(Rüge) 간편화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 규제 규정에 반하는 사유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이

의를 제기하기가 간편화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제556조의g 제2항50)에 따르면 임차인은 차

임에 대한 이의가 포함되어있는 사실을 포함하여 승인된 수단에 따른 이의 제기

(qualifizierte Rüge)를 하였어야 했었지만, 동항 제2문이 삭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차임이 

부적절한 이유의 명시 없이도 단순한 이의 제기(einfache Rüge)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었

다.51) 

2. 주택 개량조치비용의 임차인에게의 분담 감소

가. 개량조치비용 분담금의 8% 제한

제55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주택 개량조치에 따른 비용 중 분담

금은 기존의 11%에서 연간 8%의 한도 내에서면 임차인에게 부담 지워질 수 있게 되었

다.52) 즉 1978년 이래로 변경이 없었던 백분율이 3% 포인트 감소되어 해당 부분만큼 임차

인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다.53) 원래 입법안54)에서는 적정한 차임을 지불할 수 있는 주거

의 공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낮아진 8%의 분담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구분 없이 독일 전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

다.

50) 제556조의g [법률효과; 차임에 관한 정보]
(2) 임차인은 제556조의d 및 제556조의e에 따라 의무를 지지 않는 차임에 대하여 그가 이 목의 규정들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반환청구되는 차임이 그 이의가 도달한 후에 변제기에 도달
한 경우에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는 약정된 차임이 부적절한 이유가 되는 사실이 포
함되어야 한다.(삭제)’ 임대인이 제1항의a 제1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제기는 이러한 
정보와 관련되어야 한다. 

51) BT-Drucks. 19/4672 S. 13.
52) 제559조 [개량조치로 인한 차임인상]

(1) 임대인이 제555조의b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하는 개량조치를 마친 경우 그는 
연 차임을 주거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8%만큼 인상할 수 있다. 

53) BT-Drucks. 19/4672 S. 13.
54) BT-Drucks. 19/4672 S. 8; BR-Drucks. 431/18 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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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량조치비용 분담에 대한 간단한 절차

제559조의c가 신설됨에 따라 개량조치에 따른 분담금 계산을 위한 간단한 절차

(vereinfachtes Verfahren)의 도입은 임대인들의 개량조치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

다. 10,000 유로(€)이하의 개량조치비용의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 명목으로 30%를 제하고 

나머지는 개량조치비용으로서 임차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서 ‘축출 목적 개량조치(Herausmodernisieren)’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자로서 개량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러한 조치를 남용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잦은 또는 과도한 개량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증가는 차임인상으로써 임차인의 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량

조치는 결국 임차인이 인상된 차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주거를 찾아 해당 주거에

서 떠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임차인 축출 목적 개량조치(Herausmodernisieren)’

로서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설된 제559조의d는 임대인이 차임인상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해지를 야기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량조치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55) 즉, 임대인이 

만약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개량조치를 고지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조치를 시작하지 않거

나 또는 작업만 시작한 후 12개월 넘도록 해당 건축적 변경 등 개량 조치를 계속하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이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가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한 것이

다. 물론 임대인과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를 제공

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길은 입법적으로 열려있다(제2문). 

본 개정을 위한 최초 입법 초안은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량조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개

정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추정되는 경우 채무불

55) 제559조의d [건축적 변경의 고지 또는 이행에 있어 의무위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채권관계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1. 건축적 변경이 공지된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작되지 않거나 또는 건축 변경 통지의 수령 이

후 시작되었으나 설명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2. 제555조의c 제1항에 따른 고지에 월차임의 최소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임인상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3. 건축적 변경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현저하고,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행

되는 경우 또는
4. 건축적 변경의 개시 이후 12개월을 초과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이러한 추정은 임대인이 개별적인 경우 공감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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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담고 있는 제280조, 제281조 규정이 적용되게 된

다.56) 이는 별도의 규정 없이도 기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임차인의 불이익이 해결가능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약 임대인에 의한 이와 같은 축출목적의 개량조치가 있는 경우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독일경제형법(WiStG)을 통하여서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100,000 유로(€) 

이내의 행정벌인 과태료가 임대인에게 부가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 개정법

을 통하여 경제형법 제6조에 별도로 마련되었다.

3. 검토 

앞서 살펴본 개정법은 전반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존의 이론적·실무적 비판을 수

용하여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57) 

가. 차임 규제의 강화에 관하여

최근 독일에서 주택임대차관계, 특히 차임의 인상과 관련하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

이 이른바 차임 규제이다. 그러나 차임 규제는 본래 입법자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

지 못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58) 따라서 이러한 차임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하여 마련된 이전 차임 정보제공의무와 차임 규제의 위반에 대한 임

차인의 이의 제기 간소화는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전 차임 정보 

제공의무는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통

상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요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보

다 합리적인 차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만약 차

임이 차임 규제의 제한 범위를 넘은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약정된 차임이 적절하지 못

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이의 제기를 하여야 비로소 판단의 영역에 진입될 수 있었다. 그

러나 실제 이러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앞으로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 명시 없

이 단순히 위반에 따른 이의 제기만으로도 차임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이 부적절

56) https://www.mietrecht-reform.de/mietrechtsreform-2019/neues-mietrecht-2019-alle-aenderungen-im-ueberblick/ 
[2019.5.30. 최종확인]

57) 물론 이러한 개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Selk, NJW, 2019, 329 참조).
58) https://www.welt.de/finanzen/immobilien/article164944217/Darum-laesst-sich-die-Mietpreis-Explosion-nicht-

aufhalten.html [2019.5.30.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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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대로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문제를 가져오므로 임대인의 입장에

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앞으로 본 규정이 차임 규제

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차임 규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주거공간에서의 

임대차관계에만 적용되고, 새로이 건축되는 주거공간에서의 임대차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처음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때의 건축비의 투자와 이

의 회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시장아래에서 이러한 내용은 한편 수긍되기는 한다. 

다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이 건축되는 경우에도 주위의 다른 주거공간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차임의 약정은 차임 규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가능한 다

른 방법 및 수단으로 일부 규제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 주택 개량조치 분담금의 감소에 대하여

먼저 임대인이 전형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당 비용을 임

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이 지난 40여 년간 11%를 한계로 더 

이상 분담금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

였다. 이는 특히 거주안정의 관점에서 볼 때, 연간 11%라는 개선조치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기존의 임차인이 다른 저렴한 (그러나 대부분 기존의 여건보다 열악한) 주택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임대인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임

차인을 새롭게 계약 상대방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11% 에서 8%로 분

담 폭을 낮추어 임차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점은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개량조치의 예정을 임차인에게 통지한 후 분담금을 통하여 차임을 인상한 후 실제

로 이를 미루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지체의 경우, 물론 채무불이행의 법리로 이

러한 임대차관계를 규율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른바 의무위반 추정 규정을 둔 이번의 입법은 임차인 보호의 관점

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향후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임대차 시장 실무에 있

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일부 주택난이 심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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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독일 내 모든 지역

에서 차임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아니지만,59) 독일 역시 최근 경제성장불안, 물가

상승, 지가·건축비 상승, 고용불안 등에 따라 차임 인상이 임차인의 차임지불능력과 연관하

여 반드시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졌다고 보인다.  

Ⅳ. 우리법제와의 비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에서의 차임 및 보증금 규제

우리나라에서의 차임인상은 민법 제628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즉 주택임대차관계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즉 현행 5%)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대차

계약은 전형적인 계속적 계약으로 그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처

음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의 여건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처음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실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사정변경

의 원칙60)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또는 보증금)의 인상율을 1년에 최고 5%로 제한하

는 것은 차임이 부당하게 고액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함으로

써 임차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차임의 5% 인상제한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회피하게 하는 사유로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임대주택시장을 위축

시키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과로 작용하였다. 주지하듯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5%의 

최고인상율을 주장할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 조항에 구속받지 않기 위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자신이 제시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방법을 택하기 쉽기 때문이다.61) 즉,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 의한 임대차관계 종료의 

59) 김세준, 앞의 논문, 211면 참조.
60)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4판, 2019, 261-262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16판, 2019, 1500면.
61) 김세준, 앞의 논문, 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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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법적 제한 장치의 한계가 문제된다.

또한 동 규정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적용되지 않고 있다.62) 따라서 

사실상 차임의 5% 인상제한조항은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차임보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임안정의 문제는 결국 임차인의 거주안정

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은 우리 주택임대차 시장

에서 여전히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의 합리적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2. 독일법제와의 비교 및 개선방안

이에 비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의 차임 인상은 매우 상세하고 다양한 방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차임 인상한도(Kappungsgrenze) 및 

일부 임대차시장 과열지역에서의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등을 통하여 차임 인상을 효

율적으로 제한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개정법을 통하여 이를 더욱 제도적·입법적으로 보완·강

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주택 개량조치에 따른 분담금 감소와 관련된 개정 

규정의 경우 독일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개정법상 우리에게 비교법상 의

미가 있는 내용은 주로 차임 규제에 있다 할 것이다. 

독일에서의 차임 규제를 둘러싼 법규범의 내용은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즉, 우리 역시 임대차 수요가 과열된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임의 일정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가능

케 한다면 차임(또는 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

장경제의 균형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3) 

보다 구체적으로는 i) 먼저 지금의 일률적인 5% 인상 제한의 기준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정한 기준년도(또는 기간) 물가상승률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고, ii) 이러한 차임(또는 보증금)의 인상폭을 적정 차임·보증

금의 주택임대차 수요가 큰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가 

6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
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다30532 판결; 대
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63) 김세준, 앞의 논문, 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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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시 필요하다. iii) 또한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의 기준이 될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에 

대한 연구,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지역상례적 비교차임(비교보증금) 이내에서

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주

변시세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차임의 연구에 있어 ‘동종의’ 주

택을 전제로(예를 들어 비슷한 건축년도 및 수리정도, 비슷한 구조나 면적, 해당 층수, 증·

개축, 실내 빌트인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등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가액, 보

증금·월세가액 등의 확인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64) 이를 기반으로 차임일람표 또는 

차임정보은행상의 정보자료와 같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장치의 추가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계약 당사자는 보다 손쉽게 온라인상 필요한 정보에 접근 가능할 것이고 이

를 통하여 특히 임차인의 합리적인 계약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 언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 차임의 인상은 임차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차임의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차임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독일에서는 최근 차임 인상의 제한과 관련된 민법 개정이 있었다. 즉, 「임대차관

계 시작시 허용되는 차임에 대한 규정의 보완 및 임대차 목적물 개량에 대한 규정의 수정

에 관한 법(Mietrechtsanpassungsgesetz)」에 따라 독일민법전에 일련의 규정들이 마련되게 

되었다. 동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규정의 보완·강화와 

주택 개량조치(Modernisierungsmaßnahme)를 이유로 하는 임차인에의 분담금 감소에 있다 

할 것이고, 차임의 관점에서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진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시사되는 바는, 먼저 우리 역시 특히 대도시를 중심

으로 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에서의 차임 규제와 관련된 효율적 규정의 도입에 대한 비교법적 논

의를 거쳐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일률적인 5% 인상 제한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지역상례적 비

64) http://rt.molit.go.kr/ [2019.5.30.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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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임(비교보증금)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한 심층

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우리 주택임대차 현실에 있어 전월

세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개선 논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독일의 규정이 시사하

는 바가 작지 않다고 여겨진다. 차임 인상에 대한 직접적 제한과 관련된 제도는 안정적인 

차임(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연구되고, 합리

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강력한 차임 

인상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일시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면 주택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연착륙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독일 법제가 그러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극적인 차임 제한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 및 어느 정도를 임대차 수요의 적정선을 넘어선 과열 위험 수준인 

지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선정한 후 중앙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 

하에 인상의 최고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

로 우리 주택임대차 법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독일에서의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다각적

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논문투고일자: 2019. 5. 31 / 심사 및 수정일자: 2019. 6. 14 / 게재확정일자: 2019. 6. 17)

주제어 : 주택임대차, 차임인상, 독일 주택임대차개정법, 임차인보호, 차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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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에 관한 연구

— 최근 독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 차임의 인상은 임차인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므

로 차임의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차임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

에서는 2019년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차임과 관련된 개정법(Mietrechtsanpassungsgesetz)

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차임인상으로부터의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최근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비교법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

였다. 

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개정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보다 크게 두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현행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규정의 실효성 강화의 관점

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시 요구되는 이전 차임(Vormiete)의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의 고지의

무(Auskunftspflichten)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모색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임대인으로부

터의 주택 개량조치(Modernisierungsmaßnahme)를 이유로 하는 차임인상 요구에 따른 부담

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을 감소시켜 그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하였

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강화의 관점에서, 특히 차임의 규제와 관련하

여 기존의 주택임대차관계에 대한 법규범의 실효를 높이고 보완하고자 마련된 입법의 결과

라 보여진다.  

우리나라 역시 차임보호, 존속보호와 관련하여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계

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차임 인상의 합리적 규제와 관련된 독일의 규

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보이므로 비교법적으로 지속적인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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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den Mieterschutz bei der Mieterhöhung 
des Mietverhältnisses über Wohnraum im Rahmen des jüngsten deutschen 

Mietrechtsanpassungsgesetzes
1)

LEE, Do-Kook*

Da eine Mieterhöhung beim Wohnraummietverältnis eine große Belastung für den Mieter 
darstellen würde, ist es im Hinblick auf den Mieterschutz von Bedeutung, aufgrund der 
chronischen bezahlbaren Wohnungsnot einen kontinuierlichen Anstieg der Miete 
vernünftigerweise zu kontrollieren. In Deutschland ist das Mietrechtsanpassungsgesetz ab 1. 
Januar 2019 bereits in Kraft gegreten, das  hauptsächlich um die Begrenzung zur 
Mieterhöhung(z.B. Mietpreisbremse) geht. Daher wurde in dieser Arbeit untersucht, wie das 
neue Mietrechtsanpassungsgesetz auf dem deutschen Wohnungsmietmarkt aus Sicht des 
Mieterschutzes eine wichtige Rolle spielen würde und welche Verbesserungen nach Korea 
gebracht werden könnten. 

Dieses Gesetz sollte dazu dienen, die Mieterhöhung zu begrenzen: Zum einen wird die 
im Jahr 2015 in das deutsche BGB neuerlich eingeführte Mietpreisbremse bei Neuabschluss 
vom Mietvertrag verschärft. Zum anderen sollte der Mieter beim Wohnraummietverältnis vor 
zu hohen Mietbelastungen durch die Modernisierungsmaßnahmen, insbesondere vor einem 
sog. Hinausmoderniseren geschützt werden. Das Gesetz scheint das Ergebnis einer 
Gesetzgebung zu sein, die darauf abzielt, die Wirksamkeit des bestehenden Regelungen über 
die Begrenzung zum Mietanstieg zu verbessern.

Bei uns in Korea gibt es auch eine anhaltende Diskussion über die Einführung des 
Rechtssystems für die Obergrenzung zur Miete bzw. Kaution beim Wohnraummietverältnis. 
In einer solchen Diskussion sollte die kontinuierlicher Forschung über die deutschen 
Vorschriften des Mietrechts hinsichtlich der Rechtsvergleichung von Bedeutung sein, da sie 
uns sinnvolle gesetzgeberische Vorschläge geben könnten.

Stichwörter: Wohnraummietverhältnis, Mieterhöhung, Mietrechtsanpassungsgesetz, Mieterschutz, 
Mietpreisbre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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