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commercial lease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즉시 적용 

가능한 방안은 없습니다. 대신, 각각의 commercial lease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과 조항과 그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landlord 와 tenant 는 임대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전 먼저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no access” 또는 “force majeure”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는것 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우선 검토되어야 계약에 의거한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파악할수 있고 그에따라 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된다거나 해지될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Commercial Tenants 

Non-essential business 의 경우, lockdown 기간동안 비지니스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rent 지급 중단을 

요청할것 입니다. 하지만, tenant 의 rent 지급 중단 요청은 특정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부 임대 계약에는 “No Access in Emergency”라는 조항이 있을것 입니다. 이 조항은 2011 년 2 월 발생한 

Christchurch 지진 이후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ADLS”)에 의해 6th Edition 2012 (5) Deed of Lease 에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6th Edition 2012 (5) Deed of Lease 로 하였다면, 27.5 조 (“No Access 

in Emergency”)이 있습니다. 만약 tenant 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임대하는 premises 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접근불가 기간동안 rent 와 outgoings 의 부분적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COVID-19 유행병을 포함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 “emergency”의 

정의는 단지 “epidemics”만을 포함하며, “epidemic”이 “pandemic”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ADLS 계약서 27.6 조에 의하면, landlord 또는 tenant 는 “No Access in Emergency” 조항이 충족되고, tenant 가 

“No Access Period” (일반적으로 9 개월)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premises 에 출입할수 없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 그러나 landlord와 tenant는 

tenant 가 No Access Period 동안 해당 premises 에 출입할 수 없을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tenant 가 지정된 No Access Period 동안 premises 에 출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되면, 이 조항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0 년 3 월 25 일 오후 11 시 59 분부터 4 주간의  lockdown 을 실행하였고, 향후 

lockdown 기간이 추가 연장되지 않는한 대부분의 commercial lease tenant 는 “No Access Period” 조항 

적용을 요청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임대차 계약의 경우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적용될 경우 rent 지급 

중단이나 계약의 완전 해지를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특수한 사건인 

“acts of God”에 대비하여 tenant 와 landlord 의 권리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COVID-19 와 같은 

유행병이 force majeure 상황을 포함할지 여부는 관련 조항과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ADLS 계약서는 force majeure 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상기 조항들이 포함하지않는다 하더라도 tenant 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landlord 와 tenant 양측 모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doctrine of frustration”을 시행하도록 적용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최초 

계약시와 매우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계약이 frustrated (좌절)되므로 계약 해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할수 

있습니다. COVID-19 이 임대차계약을 좌절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향후 

몇주내에 tenant 가 premises 에 출입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때 “doctrine of frustration”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ockdown 기간 종료후 임대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조항의 

적용 여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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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ndlords 

Landlord 는 tenant 에 비해 더 큰 재량권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COVID-19 대응방안에 보다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Landlord 는 tenant 가 직면하게 될 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할때, 단기적으로 tenant 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lockdown 기간동안 rent 지급을 유예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landlord 는 tenant 와 협력하여 렌트 지급일 연기와 같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양측은 지급 

시기와 지급 방안등에 합의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landlord 는 rent 지급일을 연기하는 반면 tenant 는 

rent 로 발생하는 지출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landlord 는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며,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Landlord 는 은행과의 기존 약속/계약의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Landlord 의 은행 또는 저당 채권자는 

담보서류에 의거하여 landlord 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있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landlord 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COVID-19 으로 인한 rent 소득 손실은 대부분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험 혜택 적용가능 

여부는 보험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ADLS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며 

최신식 premises 의 경우 tenant 에게 보다 의무가 많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또한, 

tenant 의 연대책임등과 같은 여러 법적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Contact Us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가 드릴수있는 가장 실용적인 말씀은 상업적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해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것 입니다. Queen City Law 는 commercial 

lease 부분의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boutique law firm 으로 landlord 와 tenant 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commercial lease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전응철 변호사 (John Jon) (Senior Associate): 021 558 290/ john@qcl.co.nz  
 

신민준 변호사 (Max Shin) (Senior Solicitor): 021 648 128 / max@qcl.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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