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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민사, 상사, 도산 등 여러 실무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과 다른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해관
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민사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비도산 국면일 때와 도산 국면일 때 각각 골프장 회원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판례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실무상 문제되
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에 대한 법령을 개관하고, 회원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원권은 ‘입회계약상의 계약당사자 지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회칙과 개별 입회
계약에 따라 정해질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우선적 시설이용권, 입회금반환청구권
등의 권리와 입회금(및 연회비)납부의무 등의 의무가 포함된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체육시설법은 강력한 회원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는 회원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제3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도산 국면에서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회
원권의 발생부터 변동 및 소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본다.
회원은 그 지위의 이전(회원권 양도)이나 회원권 소멸(탈퇴)에 있어 체육시설법
이 보장하는 광범위한 자유를 가진다. 나아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규정으로서 골프장 필수시설의 양도만으로도 양수인에게 입회계
약이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회원들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 입법론적 정
당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견은 위 규정이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
를 보다 넓게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결론의 타당성을 수
긍할 수 있으나 동시에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결국, 비도산 국면에서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강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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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중골프장과는 달리 회원제 골프장은 구조적⋅외
부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도산 국면에서는 회원
과 다른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극명하게 현실화된다. 제4장
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 국면에서 회원이 가지는 법적 지위를 다른 이해관
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도산절차를 규율하는 제도로는 크게 회생절차,
파산절차, 워크아웃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파산절차는 실제 회원제 골프장
의 환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되기 어렵고, 워크아웃절차는 대중제 전환
등 절차진행에 있어 불리할 뿐 아니라 사적 구조조정이 회생절차 내에 융합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회생절차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계획안 부결 시 강제인가 등을 적극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이념이 강조되는 회생
절차에서는 회원의 이익만 관철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협상과 양보
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회생법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회원권의 특수성’을 어떤 방
식으로 어느 정도로 구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개선
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입회계약, 계약이전, 탈퇴권, 회생절차, 체육시설
법, 채무자회생법
학 번 : 201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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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우리나라에 골프가 처음 도입된 지 약 120년이 흐른1) 2017년 현재 전국의 골
프경험인구가 약 835만 명(만 20세~69세 성인 남녀 3,629만 명 중 약 23%)에 이
를 정도로 오늘날 골프는 상당히 대중화된 스포츠이다.2)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비례하여 골프장 산업의 규모도 증가해왔는데,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는 골프장
이 영업 중이며, 2017년 전체 시장규모(캐디피 지출액 포함)는 5조 3,2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3) 2018. 7.경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
간이 증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골프장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사업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관련되어
있어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다수의 회원들이 가지는 ‘회원권’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회
원과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 혹은 회원과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인(담
보권자, 채권자 등)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수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도산 위기에 놓이고 있는데 도산 국면에서는 비도
산 국면에서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더욱 극명하게 현실화되는 양상
을 보이며, 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사법의 주요한 과제로 다루
어지고 있다.

1) 한국에 골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80년 함경남도 원산항이 개항한 후 세관 관리로 고
용된 영국인들이 1897년 무렵 세관 구내에 6홀 규모의 간이 코스를 만들어서 골프경기
를 하였던 것이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대한골프협회(2006), 26면.
2) 주식회사 골프존이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만 20
세~69세 성인 남녀 5,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 골프경험인구는 2012
년 483만 명, 2013년 529만 명, 2014년 606만 명, 2015년 680만 명, 2016년 800만 명, 2017
년 835만 명으로 최근 6년간 평균 11%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국내 골프 인구 전년 대비 11.6% 증가...골프존 조사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2018.
4. 12.자. (http://www.fnnews.com/news/201804121210205222) (최종접속일 : 2018. 12. 19.)
3) 서천범(2018),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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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편 우리나라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나
라에서는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위 규
정들은 회원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민사법체계와 부정합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어 그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들에서 드러나는 회원제 골프장 및
회원에 관한 법적 규율을 개관하면서, 회원권의 법적 성격과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분석한 후, 회원제 골프장이 비도산 국면일 때와 도산 국면일 때를 나누
어 각각의 국면에서의 회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비도산 국면에서는 회원권의 발생부터 변동, 행사 및 소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로, 도산 국면에서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워크아웃절차를 나누되 특히 회생절차
를 중심으로 각 진행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
위가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립됐는지를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어떤 방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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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원제 골프장의 판단기준 및 운영방식
골프장은 크게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
항 제1호)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체육시설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4)으로 나뉜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회원의 모집
여부’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구별기
준이 되는 ‘회원’의 개념에 관하여,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
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첫째,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해야 한
다. 여기서 ‘유리한 조건’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볼 정도의 이용조건상의 우월성을 의미한다.5) 즉 오로지 회
원들만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비회원들의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회
원들에게 일반인들에 우선하여 부킹을 보장하는 등의 우월적 조건이 부여되어야
하고, 다른 모든 이용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일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용
요금만 일정 비율 할인한다고 하여 회원제라고 볼 수는 없다.6) 따라서 회원을 모
집했다고 하더라도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이러한 실질적인 이용권한상의 차이가
없다면 이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는 없다.
둘째, ‘체육시설업자(골프장 운영회사)와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애당초 회

4) 회원제 골프장과 대비하여 ‘대중제 골프장’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체육시
설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대중골프장’이다.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5. 21. 선고 2013누78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5. 21. 선고 2013누78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다만 회원과 비
회원 사이의 차별적인 이용료 징수는 회원제 골프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영업표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구합23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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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모집 당시 골프장 운영회사가 약관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동의 없는 회
원권 양도를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권을 전전양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당
연히 회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7)
나아가 회원제 골프장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나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객관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회원제 골프장
으로 보아야 하고,8) 반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
원제 골프장으로 운영을 한 바 없이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다면 이는 대중
골프장에 해당한다.9)
한편 회원제 골프장은 다시 회원들의 지위나 세부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사단
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 연회원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사단법인
제10)는 회원들이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 정관을 갖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골프장으로 구체적인 법적 규율에 관하여는 민법 제4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즉, 계약법이 아니라 단체법이 적용되어 사원
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의 규정과 사원총회에서 결정되고, 사원은 시설이용권, 의
결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의무 등의 의무를 진다. ② 주주회원제11)는
회원들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주주로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으로, 주주회원의 지위는 회사법상 주주의 지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③ 예탁금회원제는 회원들이 일정 금액의 입회금을 예탁하고 회원권을 취득한
후 나중에 탈퇴할 때 이를 반환받는 골프장으로,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의 95%
7) 이에 관련하여 회원증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3장 제2절 II.의
1.의 라.목 참조.
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이는 고급오락장에 관한 판례이나, 회원
제 골프장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그러나 반대로 대중골프장으로 승인받
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을 모집하여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 서울 CC, 부산 CC, 울산 CC 등이 사단법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11) 신원 CC, 창원 CC, 경주신라 CC, 버드우드 CC, 파미힐스 CC 등이 주주회원제로 운영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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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2) ④ 연회원제13)는 매년 소멸성 연회비를 납부하는 골프
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회금과 연회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의 회원제 골프
장14)도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운영방식에 관하여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달라질 것이나,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장 일반적인 회원제 골프장 운영방식인 예
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전제로 검토하되, 나머지 방식의 골프장에 대하여는 필요
한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제2절 회원제 골프장 및 회원에 관한 법령 개관
Ⅰ. 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이고(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업
은 세부적으로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된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
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15)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체육시설법 제12조),16)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
12) 한편 사단법인제, 예탁금회원제 등은 사업자의 편의에 따른 형식일 뿐 회원제, 클럽의
운영,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양수, 명의개서, 회원의 변동 시 이사회의 승인 등 그 외
형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사단법인제 골프장은 회원권의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등 인적 결합의 강도가 전형적인 사단법인에 비하여 느슨한 상태에 있고,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회사 측에서 이미 만들어둔 약관
에 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양자의 모습이나 성격은
접근된 상태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인석(2005), 764면.
13) 안양 CC, 남부 CC 등.
14) 미국과 일본의 고급 회원제 골프장은 가입비와 함께 연회비도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
고, 일정한 수입인 연회비로 안정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서천범(2013).
15)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업종, 시설설치장소, 부지면적, 건축물, 주요시설 규모⋅규격, 회원
모집계획 총인원수, 시설설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그 취지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비롯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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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역 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
러한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다.
한편 골프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이라 한다)상 공공수용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
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17)할 때에는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
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가할
수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고액인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되
므로, 그 운영방식에 관하여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이용에 제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8) 따라서 회원제 골프
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위법하고,19)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제 골프장 신축을 위한 국토계획법상 공공수용은 불가능
하다(반면 대중골프장 신축을 위한 공공수용은 가능하다).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한 시설기

17)
18)
19)

20)

반 사업수행능력 등을 행정청이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회원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실시계획인가를 한 때에는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된다(국토계
획법 제92조 제1항 제22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28735 판결.
다만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은 실시계획인가처분 당시 회원제 골프
장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앞서 2012. 12. 18.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라.목이 ‘체육시설’에서 ‘공공필요성
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개정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실시계
획인가의 위법성을 밝힌 이상 적어도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내려진 회원제 골프
장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청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10775 판결).
민간기업이 매매를 통하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가, 시가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은
부지확보 문제로 쉽지 않게 되었다. 전극수(2014), 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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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21)에 맞는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고(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이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및 체육
시설업 등록절차를 포함하여 회원의 정의,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 회원제
체육시설업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법이 규율하고 있다. 한편 리조트
사업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므로 만일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면 관광진흥법상의 허가요건까지도 구비하여야 한다.

Ⅱ. 회원의 모집과 회원에 대한 보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시설설치공사
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체육시설법 시
행령 제17조 제1호), 회원 모집 개시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2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체육시설법 제17조 제1
항). 회원모집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하며,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
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모
집할 수 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가목). 단,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
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체육시
설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다목). 회원모집 인원은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
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
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
집하여야 한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또한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자에게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
21) 가령, 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하고,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
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 회원모집계획서에는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
다),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
부하여야 한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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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서의 회원의
권익 보호의무를 규정하고(체육시설법 제18조), 그 위임에 따른 체육시설법 시행
령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
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
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제1호). ②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
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
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
환하여야 한다(제2호). ③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제3호). ④ 회원이 입회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같다(제4
호). ⑤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
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5호).
나아가 체육시설법은 가장 강력한 회원 보호조항으로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
을 양도하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영업양수인 등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체육시설법 제27조). 이는 회원권
가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23) 별다른 담보 없이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로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

23) 일부 고급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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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원과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일반적인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서 컨트리클럽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 별
도의 사단이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24) 회원과 법률관계를 맺는 법적
주체는 골프장 운영회사뿐이고, 양자 사이의 법적 규율에 관하여는 입회계약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골프장 운영회사는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기에
앞서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형식의 계약 내용이 담긴 회칙을 미리 제정해두는 경
우가 많은데, 이때 회칙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종래 일본에서 약관설과 계약조
항설의 대립이 있었으나,2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
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 운영회사가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약관
으로 보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고, 대법원 판례 역시 회칙을 약관으로 보고 있
다.26) 따라서 회칙조항의 해석, 효력 및 규제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만약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회계약에서 다른 내용으로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사항
이 회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며(약관규제법 제4조),27)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
관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지만,28) 골프장 운영회사의 일방적인 회칙 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기존 회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9)
24) 아래 제3절 I. 참조.
25) ① 약관설은 입회계약의 집단적 성격을 근거로 그 내용이 공서양속⋅강행법규 등에 위
반되지 않는 한 골프장 운영회사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이고, ② 계약조항설
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경영기반의 불안정성, 회칙의 불통일 등을 근거로 계약내용 변경
을 위하여는 상대방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조근(1990), 40-41면. 다
만 약관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판례 및 약관규제법의 기본 입장인 계약설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회사의 일방적인 회칙변경이 기존의 회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양
설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26)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27) 가령 회칙에 입회금반환기간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회계약에서 5년으
로 정하였다면 입회계약에서 정한 입회금반환기간이 회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서울동
부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5가단26130 판결).
28)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2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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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칙에 관한 표준
약관은 없으나,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30)에서 견본회칙(별지 참조, 이하

‘견본회칙’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회칙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골프장 운영회사와 골프장 시설물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개별적인 골프장 시설물 이용계약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마련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이 있다.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 사이의 입회계약 중 입회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기본
적으로 민법상 소비임치(민법 제702조)의 성질을 띤다.31) 즉, 임치인인 골프장 회
원이 임치물에 해당하는 입회금을 수치인인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이전하고, 골
프장 운영회사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임치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약정한 반환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32) 나아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회계약
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은 언제든지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702조 단서).
또한 골프장 운영회사가 도산에 이르게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30) 골프장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의 유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2018. 10. 현
재 총 279개(회원제 골프장 205개)의 골프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1) 대법원도 “예탁금회원제인 회원권의 소비임치로서의 법률적 성격...”이라 하여 소비임치
로서의 성질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한편
일본에는 (일본의 통설이 입회금을 소비임치물로 보는 것과 달리) 소비임치물의 용도는
수치인이 용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입회금은 수치인이 이를 가지고 골프장
을 조성하고 개장하는 데 소비하여야 하므로 소비임치물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골프
장 도급공사의 선급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宇田一明(2007), 99면.
32)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유사하여 민법상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비대차
가 통상 차주의 수익보장을 위해 성립하지만, 소비임치는 주로 임치인의 이익을 위한
잠정적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김용담(2016c), 817면.

- 10 -

제2장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에 관한 법적 규율

Ⅳ.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법적 규율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은 과세 부분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되고(지방세법 제12
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1항 제5호), 재산세가 분리과세 및 중과되며(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1, 2호),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2,000원
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반면 대중골
프장은 취득세나 재산세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가 합산과세되며, 개별소비
세가 면제된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과세법령 및 세율의 차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33)

위와 같은 세제상의 차별취급이 과연 정당한지에 관하여는 예전부터 합헌이라
는 견해34)와 위헌이라는 견해35)가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33) 아래 표는 정지선⋅윤성만(2017), 184면 참조.
34) 합헌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대구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4구합23064 판결).
-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 ①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되지 못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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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급부족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골프장의 무분별
한 확산을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②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조성이 보다 용이하며 실제
로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08개에서 2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던 점, ③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특정계층의 소수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사치성 시설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일부 회
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들에게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대중골프장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① 회원제 골프장 운영상의 어려움이 단순히 재산세 중과세 등으
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골프장은 고정자산 취득원가가 높다는 사
업적 특수성과 차입자금 비중이 높은 데서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점, ② 사치성 재산
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여 입법적 정당성
이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대중골프장을 택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며 실제 대중골프장이
더 많이 증가한 점, ③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았을 뿐 대중골프장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과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적게 하고,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도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
형성 역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5) 위헌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수원지방법원 2017. 6. 5.자 2017아3236 위헌제청결정 - 회
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구 지
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다.목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안].
- 재산권 침해 여부 : 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경제
적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정식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는
등 대중화 정도에 비추어 회원제 골프장이 일부 부유층의 사치성 오락임을 전제로 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② 사치성 낭비
풍조 억제와 관련하여 ‘회원제 골프장 이용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데 이는 이미 개별소비세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재산세 중과세는 골
프장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골프장이 증가하여 공급만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 자원의 생
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는 제반 법규에 의하여 골프장의 총량을 규제함이 보다
직접적인 규제방법임에도 이미 설립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회원
제 골프장용 토지를 다른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기보다 단순히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
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③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
산세 세율이 대중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의 무려 10~20배에 달하는데 회원모집 여부
에 따른 자본조달 방식 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부담하는 세율에
현격한 차별을 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인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① 회원권 가격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여 소수의 재력 있는
사람들만이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
정에 따라 이용자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탁한 것이고 그 대가로 우선
적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아 이용하고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사업자로부터 반환받는 것

- 12 -

제2장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에 관한 법적 규율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
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
권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
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36) 그러나 이후에도 위와 같은 과세상의 차
별취급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실제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현재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37) 생각건대, 체육시설
으로서 통상 골프장 조성비 또는 반환준비금으로 사용되는 점, ② 사실상 비회원도 회
원제 골프장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실제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중 75% 정도가 비
회원인 점, ③ 비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그린피가 항상 대중골프장 그린피보
다 고액인 것은 아니며, 고액이라 하여도 이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에
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 점, ④ 회원들로부터 받는 입회금은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회
원들로부터 무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하고 그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편익
을 제공하는 것인데, 대출받을 신용이 있는 대중골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여력
이 부족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에게 오히려 재산세를 중과함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
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6)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는 제
도로서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 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
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입법
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시
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세의 중과세만이 골프장의 손익 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익 발생의 여부는 결국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
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기업주체
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골프장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골프장의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취득세율에 대한 7.5배의 중
과세율을 규정한 것은 법 제정 시의 상황,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회원제골프장이 지속적
으로 증설되는 현실, 국민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정도로서
정책수단의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운영형태,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중과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적게 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
긋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
37) 2016헌가17, 2017헌가20으로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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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회원제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개정되
었던 취지,38) 골프의 대중화와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39) 회원제 골프
장들이 도산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지나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어도 입법론적으로는
세제상 차별을 없애거나 그 차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40) 분명한 것은, 이러
한 세제상의 차이가 최근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위기에 처하고 도산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38) 종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
시설업자로 제한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여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였던 것과 달리, 1999. 4. 19. 시행된 체육시설법(법률 제
5636호)은 체육시설업자는 누구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의 범위제한을
폐지하였고, 2000. 1. 28. 시행된 체육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701호)은 총금액제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장려하려
는 취지이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적 취
급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령의 개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39)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2007년 이전은 1,5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
‘골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1992년 72%, 2000년 57%, 2013년
48%, 2018년 3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
tent. asp?seqNo=930) (최종접속일 : 2019. 1. 18.)
40)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
부 개정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제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위원회 심사
단계)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별소비세 부과 유
지의견은 ① 골프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골프장 회원권 소유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회
원제 골프장 이용이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 개별소비세 폐지만으로 해
외골프여행자들의 수요를 국내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고 있고, 개별소비세 폐지의견은 ①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경마장, 경륜장, 경정
장, 카지노 등)과는 달리 골프는 사행성 오락행위로 보기 어렵고, 지인들과 친목 도모,
건강 등의 운동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골프장 이용에 큰 차이가 없는
대중제 골프장과의 조세형평성 제고 필요성, ③ 가격 인하를 통한 국내수요의 확보 필
요성 등을 각 논거로 들고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
P6J0X9T0T8I1L4V0J9A5F1A7T0W8). (최종접속일 : 2019. 1. 18.)
참고로, 일본의 경우 골프장을 다른 재산과 차등하여 중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구분함이 없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남욱(2016),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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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원권의 법적 성격
Ⅰ. 컨트리클럽 및 회칙의 법적 성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이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들의 모임을 뜻하
는 컨트리클럽(Country Club; C.C.)에 가입되어 그 회칙에 따라 회원권을 행사하
게 되므로, 회원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컨트리클럽과 회칙의 법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컨트리클럽 및 회칙의 법적 성격은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사단법인
제 골프장은 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고, 회칙은 자치법규인
정관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작성한 사원뿐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이에 구속되며,41) 이사장 등 임원을 두고 총회 소집 및 결
의를 하며 예산 및 결산을 관리한다.42)
다른 운영형태(가령 예탁금회원제나 연회원제)의 골프장 컨트리클럽에 관하여
는, 우선 회원을 규율하기 위한 회칙이 있고, 이사회라는 조직이 있으며, 실제 골
프장 회사가 회칙 개정의 형식으로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
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① 컨트리클럽의 구성원인 회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기
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다수결의 원
칙에 기반을 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회칙상 이사회가 있어도 이는 회
원들이 이사 선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회사의 이사회를 지칭하
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43) 회원총회를 규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4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42) 가령 울산 CC의 정관을 보면, 사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이사장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가지고(제6조 제1항), 이사 8인 이상 13인 이내, 감사 2인 등 임원을 두며(제9조),
이사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사원 중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제11조), 총
회는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결의하도록(제16조) 규정하고 있다. (http://www.ulsancc.
co.kr/board/view.asp?bod_name=data) (최종접속일 :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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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는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총회나
이사회와 같은 별도의 의사결정기관은 아니다), ② 컨트리클럽은 발기인, 정관의
작성, 창립총회 등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이 성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점,
③ 입회금, 연회비 등은 골프장 운영회사에 지불되고 클럽은 독자적인 재산이나
부채가 없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법인사단
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컨트리클럽은 회원들로 구성된
외형상의 단체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아니하며, 컨트
리클럽의 이사회(통상 골프장 운영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가 권리의무의 주
체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를 대신 또는 대리하여 회사가 소
유⋅경영하는 골프장을 운영⋅관리할 뿐이다.44) 따라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서 컨트리클럽은 일반적으로 ‘골프장 시설’ 또는 ‘골프장 운영회사’를 의미한다
고 보는 것이 법적 실질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컨트리클럽 회칙 역시 그 자체로
는 단체법적인 법규범이라기보다 골프장 운영회사의 내부준칙으로서 입회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해둔 약관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45)

Ⅱ. 회원권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 내용
1. 회원권의 법적 성격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권’은 기본적으로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 사

43) 가령 서서울 CC 회칙 제20조 제1호, 김포씨사이드 CC 회칙 제20조 제1호, 부곡 CC 회
칙 제15조 제1호, 무등산 CC 회칙 제19조 제1호, 광주 CC 회칙 제12조 제1호, 마이다스
CC 회칙 제16조, 골드 CC 제22조 제1호, 대구 CC 회칙 제17조, 우정힐스 CC 회칙 제15
조 제1호, 웰리힐리 CC 회칙 제24조 제1호, 레이크힐스 용인 CC 회칙 제22조 제1호, 여
주 CC 회칙 제14조 제1호, 비에이비스타 CC 회칙 제19조 제1호, 서원밸리 CC 회칙 제
20조 등 거의 모든 회원제 골프장 회칙이 그러하다.
44) 한호형(1993), 599-600면; 김재형(2001), 339면.
45) 회원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대외적 평가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법적
성질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김민중(2006), 626면]가 있으나, 단체법적 조직이
나 의결절차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체법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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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채권적 관계에서 회원들이 가지는 입회계약상의 지위 또는 입회계약에 의
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46)47)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48) 다만 입회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 중
에서 의무보다는 권리 측면이 주로 부각되므로 회원이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
여 가지는 입회계약상의 채권적 권리의 총체를 ‘회원권’이라 지칭하기도 한다(특
히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도산절차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회원권을 입회계약과 분리하여 개별 채권, 가령 우선적 시설
이용권만을 회원권이라 지칭하는 것은 회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다양한 권리⋅의
무 관계를 포괄할 수 없어 개념상 타당하지 않다.49)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칙적으
로 회원권을 ‘입회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
다.50)
한편 회원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별 입회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내용을 권리와 의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6)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000 판결. 이와 달리 사단법인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
권이 사원의 지위를,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주주의 지위를 각각 의미하게 될 것이다.
47) 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권으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3자에게 공시되도록 회원권을 물권화하자는 견해가 있으나[심천보⋅장희순⋅방
경식(2014), 135-136면], 회원들이 골프장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다수의 회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줄 수 없으며, 만일 전세권에 준하는
별도의 물권의 창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48) 김재형(2001), 337면.
49)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는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다소 좁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회원권을 위와 같은 골프장 시설이용권에 한정하지 않고 회원이 가
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50) 일본 최고재판소도 회원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청구권, 우선적 시설이용
권 등의 권리와 연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포괄하는 채권적 법률관계’라고 판시하였다(最
判 1975(昭和 50)⋅7⋅25(民集 29巻 6号 1147면). 일본의 학설도 회원권을 계약당사자의
지위로 보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한다. 富永浩明⋅三森 仁(2012), 355면(倉部真
由美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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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권리
가. 우선적 시설이용권
일반이용자보다 우선하여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원이 가
지는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골
프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즉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이 아니다), 골프장 운영회사와 개별적인 시설이용계약(통상 ‘부킹’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입회계약은 계속적 계약에서의 기본계약에 해
당하고, 시설이용계약은 개별계약에 해당하며, 입회계약 체결에 따라 골프장 운
영회사에게 개별계약 체결의무가 발생하므로, 우선적 시설이용권은 실질적으로
예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51)
나아가 우선적 시설이용권은 회원이 가지는 주된 권리이고, 회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기타 권리들(입회금반환청구권 제외)은 결국 우선적 시설이용권의 경제
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우선적 시설이용권의 종된 권리에 해당한다.52)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
예탁금회원제 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53)

나. 입회금반환청구권
입회금은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입회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된다. 입회금계약은 소비임치(민법 제702조)의
성질을 가지므로, 골프장 운영회사는 입회금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회원이 탈
퇴하는 등 입회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입회금계약은 입
51)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기본계약을 체결한 자는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계약은 예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 윤진수(1993), 63면.
52)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
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2159, 92166 판결).
5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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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입회계약이 승계되면 입회금반환
청구권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입회금반환청구권은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
인데,54)55) 이는 입회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엄밀히는 회원의 지위
에서 가지는 권리라기보다는 회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다.56)
그러나 입회계약의 일부인 입회금계약을 통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
서는 회원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입회금반환사유는 회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입회계약의 종료(회원권의
소멸)만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회칙에서 입회 후 일정기간 동안 입회금을
반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제한방법으로는 ① 입회 후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탈퇴 및 입회금반환57)을 제한하는 방식,58) ② 탈퇴와 무관
54)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55) 한편 일본에서는 입회계약에서 가령 10년의 입회금 거치기간을 정하였더라도 ① 회원
권은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골프장 운영회사나 회원 누구도 회
원권을 10년간만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래 골프장은 지속 경영
을 전제로 하는 점, ③ 10년 후에 일제히 또는 집단적으로 입회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지
속 경영을 전제로 한 골프장 운영회사를 생업 중 청산시키게 되고, 입회금이 골프장에
고착되는 것(입회금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소비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과의 정합성,
④ 이렇게 골프장 경영의 본질 및 회원의 일반적 인식에 반함에도 단기의 거치기간을
설정한 것은 증여세 회피를 위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골프장 회원권은
영구사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宇田一明(2007), 99-101면. 회사가 계속기업으
로 운영되고 있는 동안 원금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내용의 사채인
영구채도 발행회사가 청산⋅파산한 경우 원금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박준(2012), 25면. 그러나 입회계약은 입회금상환의무의 기
한에 해당하는 거치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 탈퇴 및 입회금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입회금반환채권은 회원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영구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56) 한편 회원권을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를 ‘환가권’이라 별도로 분류하고 이를 다
시 구체적으로 ‘회원권 양도’와 ‘입회금반환채권 행사’로 분류하는 견해[김재형(2001),
340-341면]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여 환가할 가능성
은 열려있는 것이고, 다만 회원권 양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요건을 엄격하게 함으
로써 회원권의 원활한 환가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원권 양도’를 회원의 지위에
서 가지는 별도의 권리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57) 대법원 판례는 회칙에서 입회금 거치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입회금은 탈퇴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입
회 후 5년 경과 후부터 비로소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회조건이 첨부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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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입회금 거치기간59)만을 두는 방식60)이 있다. 양자는 입회금반환채권이 일
정기간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후자는 회원이 입회금 거치기간이 도
래하기 전이라도 탈퇴권을 행사함으로써 추가적인 의무부담 등을 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입회금 거치기간(또는 탈퇴 제한기간)은 입회계약에서
보통 5년 내지 10년으로 정하고 있고,61) 그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회칙에서 회원이 입회금을 반환받으려면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입
회금반환채권은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발생한다.62)
탈퇴 및 입회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골프장 운영회사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
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설령 회원이 회칙에서 정한 회원증

58)

59)

60)
61)

62)

회신청서를 사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안에서,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
통상 입회계약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 등을 정함으로써 회원의 골프장업자에 대한 입
회금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원고들도 입회금 운용실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칙조항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권 행사를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
92841 판결).
가령 서서울 CC 회칙 제17조 제1호, 김포씨사이드 CC 회칙 제13조 제1호, 무등산 CC
회칙 제16조 제2호, 마이다스 CC 회칙 제13조 제1호, 골드 CC 회칙 제15조 제1호, 대구
CC 회칙 제16조 제2호, 우정힐스 CC 회칙 제7조 제3호, 웰리힐리 CC 제15조 제1호, 레
이크힐스 용인 CC 회칙 제18조 제2호, 여주 CC 회칙 제7조 제1호, 비에이비스타 CC 회
칙 제16조 제1호, 서원벨리 CC 회칙 제17조 등.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서 경제적으로 입회금은 체육시설업자에 따라 시설의 개설자금
또는 개설자금의 전보자금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입회계약 후 곧
바로 탈퇴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입회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
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통상 시설경영기업의 경영이 궤도에 올라 입회금의 반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상태를 갖출 때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이 기간 내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입회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회금의
‘거치기간’이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가령 화순 CC 회칙 제11조 제2호, 광주 CC 회칙 제11조 제1호.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
호,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
조는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체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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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원증 반납의무와 입회금반환의무가 쌍
무계약상 견련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증 제출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행의 최고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63) 골프장 운영회사
는 입회금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64)

다. 탈퇴권
탈퇴권은 입회금반환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그 성질은 회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입회계약의 해지권이다. 이는 형성권이므로 회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된다.65)

라. 기타 입회계약상 권리
그 밖에 회원은 입회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양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가령 컨트리클럽이 주최하는 경기대회와 행사 등에 참여할 권리,66) 컨트리클럽
이 주최하는 제반경기 및 강습회 등에 참여하고 클럽의 공식 핸디캡 심사를 받을
권리,67) 컨트리클럽이 간행하는 각종 자료를 배부받을 권리68) 등이 있을 수 있다.

마. 경영 참여권
사단법인제나 주주회원제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의 경영권
행사를 감독할 수 있을 것이나,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6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1999 판결.
6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이에 대하여는 골프장이 그 이행지체책임
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권의 반납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탁금 반환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준비되었음을 아울러 최고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
가 있다. 권순일(2000), 31면.
65) 탈퇴권에 대하여는 제3장 제4절에서 상술한다.
66) 견본회칙 제18조 제2호.
67) 가령 화순 CC 회칙 제18조 제2호.
68) 가령 김포씨사이드 CC 회칙 제1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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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는 회원이 요구할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골프장 운영회사
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할 뿐 운영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골프
장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골프장 거버넌스의 주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69) 운영위
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골프장 운영회사에 우호
적인 회원들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70) 또한 입법론적으로
체육시설법령에 회원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회원들
의 정보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자가 유사회원권을 발행하는 등 위법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방만한 경영으로 골프장
이 도산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회원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를 감독할 인센티브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효율성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
다.

3. 회원의 의무
가. 입회금납부의무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입회계약에 수반된 입
회금계약의 체결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인 입회
69) 이석희⋅임재만(2017), 72면.
한편 회칙에서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하여 더욱 상세히 규정하는 경우도 있
다. 가령 웰리힐리 CC 회칙은 운영위원회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증진에 관한 사항, 예
약 및 경기 진행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보호와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회사에 건의한다고 규정하고(제25조 제
4항), 회원에 대한 제명 및 자격 제한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제16조),
경기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26조).
70) 정정일(2009), 153면은 그 방법으로 운영위원들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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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연회비납부의무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은 미국, 일본과 달리 연회비 없는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회원제로 운영되는 일부 골프장71)에서는 골프장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기타 입회계약상 의무
그 밖에 회원은 입회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데, 가령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골프장 이용 시 사전
에 이용시간을 예약할 의무, 주소, 직장, 기타 회원 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
을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할 의무, 회원의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클럽에서 회원확인을 위해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72)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
할 의무73) 등이 있을 수 있다.

4. 회원권 내용의 변동
컨트리클럽이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이상 골프장 운
영회사는 일방적으로 회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칙은
약관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넣는 등 신의성
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비추어
무효이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회칙이 회원과 골프장 운영회사

71) 가령 안양 CC, 남부 CC 등.
72) 이상은 견본회칙 제19조.
73) 가령 광주 CC 회칙 제5조의2 제3호, 마이다스 CC 회칙 제1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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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회칙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
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는 한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회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회칙
에 따라 정하여진다.74) 나아가 변경된 회칙이 기존 회원의 회원권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회원들의 탈퇴권 행사사유가 될 수 있다(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는 아래 제3장 제4절 II.의 2. 참조).75)

Ⅲ. 유사회원권의 문제
최근 회원제 골프장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회원 모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식의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회원권과 유사한 지위(이를 ‘유사회원권’이라 한다)를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76)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원권의 성질, 즉 일반 이
용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가격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유사회원권에 해당
된다.
정식으로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앞서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설치, 운영, 모집 및 회원 보호 등에서 체육시설법령이 규정한 다양
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유사회원권 발행은 이러한 규제들을 회피하는 것일 뿐
7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75) 그러나 반대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탈퇴권 행사사유에 해당
한다고 하여 해당 약관 변경이 전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76) 정지명⋅박주호⋅이영대(2016), 831-833면은 총 368개의 골프장 및 회원권발행기관을 조
사한 결과 총 80개의 골프장 및 기관에서 유사회원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유사회원권의 종류에는 ① 정액제 선불카드, ② 반환조건 회원권, ③ 미반환조건
회원권, ④ 쿠폰, ⑤ 쿠폰북, ⑥ 리조트⋅콘도 연계 회원권, ⑦ 온라인 회원제 등이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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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유사회원권자들도 회원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체육시설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77)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78)
유사회원권 발행에 대한 제재방법으로는 유사회원권의 발행주체에 따라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
가 발행하는 경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① 먼저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한 골프
장을 운영하면서 유사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회원모집을 통하여 쉽게 자금조
달을 하면서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제상 부담을 잠탈⋅회
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79) 이는 체육시설법상 시정명령의 대상
이 되고(체육시설법 제30조 제3호),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체육시설법 제32조 제2항 제6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② 다음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
사회원권을 발행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 벌칙조항
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체육
시설법 제38조 제1항), 우선적 시설이용 등 혜택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유사회원권을 발행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7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2. 5. 선고 2016누135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은 대중골프장
의 골프장 사업주체를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회원권과 유사한 권리를 주주협약
을 통하여 부여받은 주주들이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대중골프장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상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점, ②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회원 보호절차나 권
리의 승계 규정 등이 법률상 보장되지 아니한 주주들을 회원제 골프장 회원의 지위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입회계약은
골프장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인데 주주들이 입회계약을 체
결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
다고 판단하였다.
78) 정지명⋅박주호⋅이영대(2016), 837-838면은 그 개선방안으로 ①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요금에서 유리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 ‘이용금
액의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② 골프장의 재산 등 정보개시
의무를 도입하여 고객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며, ③ 체육시설법 등에 규정 위반 시 벌
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79) 다만 앞서 세제상의 차별적 취급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대중골프장
으로 등록한 채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유인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이 편법행위의 근절이라는 측면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상
차별취급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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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원권의 발생
Ⅰ. 입회계약의 성립 및 성격
회원권은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이 되려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입회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내용이 정해진다.
입회계약은 체육시설의 주체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
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설치한 골프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다.80) 다만
입회금에 대한 법률관계는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금융제공 및 회원의 이익을
위한 잠정적 보관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소비임치의 성격을 가지고, 골프장 시
설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에게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받
는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유사한 면도 있다.
입회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
여야 하고, 지급한 입회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골프장 시설물
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므로81) 입회금을 임치하여 골프장 운
영회사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 시설이용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
질을 가지게 된다.82)
8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한편 비전형계약은 법률에서 규율하는 계약유
형과 개별적 유사성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계약유형에 관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형계약의 어느 것에 가장 유사한가를 검토하여 그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곽윤직(2002b), 15면.
81) 이 점에서 임치목적물의 ‘보관이익’에 중점을 두는 본래 의미의 소비임치와는 다소 차
이가 있다.
82) 입회계약 체결 시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지급한 일정 금액의 입회보증금과 가입비 외에,
매년 지급하는 연회비도 위 계약상의 시설이용의 대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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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따라서 입회금이나 연회비의 완납 여부
와 관계없이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 사이의 계약 체결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다.83)
입회계약은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계속적 계약84)이다. 우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별채권(개별적인
골프장 이용계약에 따른 시설이용권)과 이것을 파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기본채
권(회원권)을 관념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85)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는, (기간약정
이 있는 경우)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되고, 일방적 형성행위를 통하
여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지로서 가능하다.86) 나아가 일시적 채권관계와
달리 상호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되고(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회계약의 인
적 색채는 다소 약한 편이다), 계약 존속 중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이 개입
될 여지가 생긴다.87)
한편, 입회계약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회칙에서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① 입회금 지급, ② 회사 또
는 이사회의 승인, ③ 회원증 발급 등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88) 이는 의사표시의 합치와 별도의 계약성립요건은 아
니나 합의에의 최후도달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89) 위와 같

83)
84)

85)
86)
87)
88)

선고 95다35098 판결).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민법에 명시적으로 ‘계속적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급부의 성질상 약정
한 어느 ‘시점’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경우라면 이를 일시적 채권관계, 약정
한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면 이를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한다. 김용담
(2016a), 66면.
곽윤직(2002b), 30면.
곽윤직(2002b), 32면.
곽윤직(2002b), 34-35면.
견본회칙 제6조는 ‘개인 및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정의하고, 제9조는 ‘본 클럽의 입회는 소
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
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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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차를 규정한 회칙조항은 회원권의 취득이라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위와 같은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
입되었다면 회원이 그 회칙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는 없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회원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 이하에서 각각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Ⅱ. 입회금의 지급
입회금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무
이자로 예탁한 금원으로 소비임치물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적 시
설이용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입회금을 납부하지 않
는 이상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우선적 시설이용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는 없고,
골프장 운영회사는 이를 들어 회원에 대한 시설이용의무 등을 거절할 수 있다.

Ⅲ. 이사회 또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승인
회원제 골프장 회칙에는 입회 시 골프장 운영회사 또는 이사회90)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91)
89)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우리의
거래실정은 교섭의 과정을 거쳐 약정내용을 확정하고 계약금을 건네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며 또한 대금의 완전지급과 등기를 넘겨주는 일과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래의 실정이므로, 계약금도 안 건넨 것을 계약성립으로 인
정하려면 그럴싸한 이유가 있음을 설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761 판결).
90) 대부분의 회칙은 클럽 회칙에서의 이사회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91) 가령 광주 CC 회칙 제3조 제1호, 골드 CC 회칙 제5조, 인천국제 CC 회칙 제3조, 여주
CC 회칙 제6조, 해비치 CC 회칙 제4조 등. 이와 달리 대부분(견본 회칙, 서서울 CC 회
칙 제10조, 화순 CC 회칙 제10조, 부곡 CC 회칙 제4조, 무등산 CC 회칙 제7조, 대구 CC
회칙 제9조, 웰리힐리 CC 회칙 제12조, 레이크힐스 용인 CC 회칙 제10조 제1호 등)의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특별
회원, 명예회원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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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회원이 되려는 자가 대표이사로부터 회원가입 권유를 받고 그
에게 입회금을 지급하고 회원증, 입회금 영수증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은 사안에
서 ‘컨트리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아니하므
로’ 회칙 소정의 교포회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회원가입신청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가입승인 결의가 없었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원고
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거래행위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위 판례에서는 원고가 골프장 운
영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회절차 등을 규정한 회칙규정이 계약내용
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회칙과 같은 대표권 제한이 있었
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른바 전단적 대표행
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거래행위가 유효하
다고 본 판례는 타당하다.92) 만약 회칙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이를
단순히 내부 준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알고 있
는 계약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이 회원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나,93)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여 회원권을 부여한 골프장 운영회
사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Ⅳ. 회원증의 발행⋅교부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회원에
게 확인⋅발급하여야 하는데(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으로부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회
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체육시설법
92) 이에 대하여는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 회원권의 내용이나 자
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회칙의 내용을 과연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한호형(1993), 603면.
93) 뒤에서 보듯이 대법원 판례는 회원권 양도에 대하여는 이사회 승인이나 자격요건 규정
등에 대하여 약관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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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2-80호)].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회원증은 소지자인 회원이 회원의 지위에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면서 동시에,94)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
인받은 회원모집계획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발행한 회원권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95) 그러나 회원증은 어디까지나 회원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96) 골프장 회원의 자격이나 입회금반환청구권 같은 일정한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다거나 회원증의 양도만으로 재산권이 회원증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
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97)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 시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
담하는 때에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나,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인정되는 것일 뿐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98)

94)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
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
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
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10. 27. 선
고 92다32852 판결).
95) 따라서 회원증에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의 확인필증이 있는지는 입회계약이나
회원권의 사법상 유효 여부와는 별개로 새로이 체육시설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당
해 체육시설의 회원으로 입회할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협회장
의 확인필증이 없는데도 이를 묵비하고 입회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신의칙상 고지의
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4112, 원심
: 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1904, 2015노2913(병합)].
96) 골프회원권(회원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표일
뿐 그 권리 자체는 아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9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10. 19. 선고 2015나196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98) 따라서 회원증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회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
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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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회계약의 이전
Ⅰ. 계약이전의 일반론
계약이전99)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일체로서 계약관계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100) 이를 규정하는 일반적 규정은 없으나, 계약
이전이 허용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101) 계약이전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계
약이전과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나눌 수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이
전은 당사자가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이전을 의미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이
전은 상속, 합병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한 효과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계약이전을
의미한다.
계약이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종래 계약이전을 그 계약내용을 이루는 개
개의 채권 양도와 개개의 채무 인수로 분해하여 이해하는 견해인 비통일설과 채
권과 채무를 합한 하나의 계약상의 지위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통일설의 대립
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학설이 (특히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통일
설을 취하고 있다.102)
계약이전의 요건으로, 대법원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
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하고,103) 학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나, 최근에는 계약이전에 관한 우리 법의
99) 그 밖에 계약인수, 계약양도, 계약당사자 지위의 양도, 채권채무관계의 인수 등의 용어
가 사용되기도 한다.
100) 이동진(2012), 669면.
101) 특히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권리⋅의무를 계약관계로부
터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거나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계약인수로서
계약관계 전부를 이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때가 많고, 그 밖에 해제권⋅해지권⋅취소
권 등은 계약관계에 밀착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로는 이전이 불가능하고
계약인수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이준현(2006), 6면.
102) 김용담(1982), 86면; 곽윤직(2002a), 627면.
10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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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일률적으로 파악될 수 없고 계약유형 및 계약이전사유별로 파악해야 한
다는 견해104)가 제시되고 있다.
계약이전의 효과로는, 계약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권⋅채무가 이전할 뿐
만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채무도 양수인을 주체로 하여 발생
하고, 나아가 그 계약에 따르는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등도 이전한다.105)
한편 이러한 계약이전의 일반 법리에 더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계약은 체
육시설법에서 정한 특수한 법리를 통하여 계약이전의 법리가 정해지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하여는 경우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회원 지위의 이전
1. 법률행위에 의한 회원 지위의 이전
가. 회원권의 양도 및 제한
회원권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이전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단순한 채권
양도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회원권 양도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는 입회계
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이전하려는데 있는 데다가, 채
권양도로만 보게 되면 계약당사자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입회금반환청
구의 전제가 되는 형성권인 탈퇴권(해지권)이 종전 계약당사자인 회원권 양도인
에게 남게 되어 부당해지는 문제가 있다.106) 대법원이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회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107)
계약이전의 일반 법리에 따라 회원권 양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

104)
105)
106)
107)

이동진(2012), 677면.
곽윤직(2002a), 544면.
김용담(1982), 89면.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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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골프장 운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 회칙은 회원권
양도에 있어 골프장 운영회사의 동의(이사회의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08) 대법원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서의 운영에 관
한 회칙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약관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약관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109)
그런데 한편 체육시설법은 회원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
에만 골프장 운영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장 운영회사의 동의 또
는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110) 즉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 제1호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 제2호 다목(미리 약관에 명시한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에 따른 회
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본래 계약이전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
나 승낙을 요하는 취지는 계약관계에 인적 신뢰관계가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이
전시 상대방의 채무자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111)
골프장 입회계약에 있어서는 ①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권은 인적 색채가 상당히
약화된, 재산권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실제 회원권 거래소 등을 통해
108) 견본회칙 제17조 제1호.
10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110) 이는 계약이전의 요건에 있어 삼면계약뿐만 아니라 양도인, 양수인 간의 합의와 상대
방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통설⋅판례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통설⋅판례는 오늘날 경제거래가 객관화되고 계약에 있어서의 인적
색채가 엷어져 있는바, 계약당사자의 인적 지위가 문제되지 않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
약상의 지위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고
따라서 상대방의 단순한 승인만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곽윤직(2012a), 544면. 체
육시설법은 이와 같은 일반 법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권 양도의 자유를 더 넓
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1) 채권양도에 있어서도, 가령 사용차주의 채권(민법 제610조 제2항), 임차권(민법 제629
조 제1항), 사용자의 채권(민법 제657조 제1항) 등과 같이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채권의 양도성은 부정될 수 있고,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의 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다고 한다. 박준서(2000), 5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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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자본의 회수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
고,112) ② 골프장 운영회사의 입장에서는 대량성 등으로 인해 회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급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전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
용하여 회원의 환가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예외적으로 회원권 양도가 제한되는 회칙상의 자격 제한 사유로는, ①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② 회비 등 납부의무를 일정 기간
불이행한 경우, ③ 신상 변경 등의 신고를 장기간 해태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위
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실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을 제명하거나 회원권 양도
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회원권 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해당 조항의 효력 유무
와 그 해당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가령
해외회원권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회원권 양도의 제한가능성이 있고, 해외회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불리한 조건
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조항이 해외회원을 국내
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조항,
민법상 반사회질서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113)
한편 회원권 양도 제한사유는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
부할 수는 없다.114)

112) 이준현(2006), 28면은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 부동산임차권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식
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발전한 일부 영역에서는 자본의 자유
로운 회수가능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11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11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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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회원권 양도의 효과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이사회의 승인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회원권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다.115) 따
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116)

2) 양수인과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의 관계
양도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골프장 운영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견
해가 나뉜다. ① 승인불요설은 컨트리클럽이 발생적으로 동호인의 모임으로서
회원의 균질성과 일정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임의단체로서의 성질 등
에 비추어 민법상 채권양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회원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117) ② 승인필요설은 채권양도
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시 i) 이사회의 승인권한이
무제한의 재량으로 일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거절할 부적격성을 주
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양수도를 승인할 내재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118)
와, ii) 골프장 운영회사가 그러한 내재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119)로
나뉜다.
대법원은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회사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
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115)
116)
117)
118)
11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한호형(1993), 604면.
황병일(1991), 41-42면.
대구지방법원 1996. 6. 25. 선고 96가합1843 판결, 박영만(2008), 125면.
대구고등법원 1997. 2. 26. 선고 1996나398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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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120)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권자라고 할 수밖에
없고,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회원권이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지
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
며 그 가압류 후에는 그 회원권의 양수인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
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원권 취득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승인필요설의 입장이다.121)
생각건대, 골프장 회원권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이전이므로, 상대방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17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한 구체적인 자격제
한 기준 외에는 승인을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고, 자격제한기준을 정한
약관(회칙)은 약관규제법에 따른 통제를 받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원의 골프장 회
원권 양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고, 골프장 운영회사의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
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22)

3) 양수인과 제3자 사이의 관계
계약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다가 상대방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동의(이사회 승인)가 있어야 성립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12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12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122) 이는 회원이 골프장 운영회사보다 교섭력에서 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 것이다. 김재형(2001), 341면. 위와 같은 입법의 태도로 인하
여 실질적으로는 승인필요설 중 내재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에 가깝게 되었다.
한편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골프장 부지 등을 인수하고 사업권을 양
수한 피고가 구 체육시설법(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
1항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게 된 사안에
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기존 회원들인 원고들이 회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
의 주장에 대하여, ① 클럽 회칙상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회원지위 인
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회원권 양도 양수와 관련된 이사회 승인신청을 하
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회 승인신청을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한 판결례
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581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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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아가 회원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
른 확정일자가 필요한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사회의 승인은 회원명부상의
회원명의변경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는 것이어서 회원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회원권 양수사실을 골프장 운영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골프회원권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확
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다.123)
이에 대하여는 회원권 양도의 경우에도 지명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민법 제450조 제2항)이 없는 이상 명의개서가
있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124) 그러나 회원권
양도가 단순한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이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계약이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통일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개별 채권⋅채무 이전에 대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
다고 볼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125) 앞서 보았듯이 계약이전에 대하여는 계약유
형이나 계약이전사유별로 독자적인 법리가 전개되는 이상 계약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개별적인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회원권의 분리양도 가능 여부
반환시기가 도래하여 이미 발생한 입회금반환채권은 일반 금전채권이므로 양
도가 가능하고, 입회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골프장 운영회사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은 물론이다.
12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36344 판결.
124) 김재형(2001), 348면; 한삼인⋅정두진(2012), 234면. 일본의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
하고 있다. 最判 1996(平成 8). 7. 12.(民集 50巻 ７号 1918면).
125)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계약이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통일설을 취하면서도 지명채권
대항요건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일(2012), 799-8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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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회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입회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는, ① 회원권은 시설이용권 기타 권리 또는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로서 일체화된 것이므로 이를 분해하는 것은 회원권의 본질에 반하며 분해
를 허용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설과, ② 골프회원권에 의한 지위를 일반 계약상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거래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없음을 이
유로 긍정하는 설이 대립한다.126) 생각건대, 입회금계약이 소비임치의 성질을 띠
고 있고, 입회금의 납부가 회원권 이용의 대가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회원은 회원권 자체를 처분하여 입회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어 각
각의 권리와 의무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상, 회원권이 존속하는 동안
에 입회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장래에 그 회원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127)

라. 회원증의 유가증권성 인정 여부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나,128) 눈에 보이지
126) 조용식(2003). 동경고등재판소 2002. 2. 12. 선고 2001(ネ)2696호 판결은 ‘골프회원계약
은 그 성질상 그것에 포함되는 권리의무관계를 분리하여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관계의 일부를 분리양도하기 위해서는 회원과 양도인과 양수인의 3
자에 의한 경개(更改)적 계약에 의한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을 취
한 바 있다.
127) 비록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법률관계의 실질이 유사한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 반환채권의 분리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
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
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
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
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128)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는 여러 법률에 걸쳐 사용되고 있지만, 통설은 이를 사법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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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권리의 유통성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착안하면 권리가 유형화(권리의 추상
적 가치를 문서 등에 구체화시킨 것) 및 유동화(권리의 행사를 증권에 의하는 것)
된 증권으로 이해된다.129)
회원권이 회원권거래소 등을 통해 다수인에게 유통되고 있으며 회원의 수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법규범의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
고, 회원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의 회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회원증의 유가증권
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13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회원증의 유
가증권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① 회원권은 단순히 회원이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우선적
시설이용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회계약의 권리⋅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회원권
양도에 골프장 운영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계약이전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
은 물론,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정의131)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의 권
리⋅의무가 회원증에 모두 유형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유가증권은 남용의 우려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회원증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유가증권
법정주의132)에 반할 소지가 있다.
③ 회원권 행사에 회원증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거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회원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회원의
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점유
를 필요로 하는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보고 있다. 오길영(2006), 111면.
129) 이성웅(2008), 105-106면.
130) 이성웅(2008), 90, 95, 130면.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7274 판결
은 방론으로 ‘골프회원권은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거
래되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투자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131)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
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의미한다.
132)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시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법의 특별한 보호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 남용의 우려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법이 인정
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으로 보는 제도를 유가증권법정주의(Der Numerus clausus der
Wertpapiere)라 한다. 안성포(2010), 347-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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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의 회원권 행사를 거절할 필요는 없고, 증명이
되었음에도 단지 회원증이 없다는 이유로 회원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오히려 회
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④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면 논리적으로 선의취득도 인정하여야 하는데, 회원
증을 취득한 자에게 회원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다. 선의
취득은 권리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
기 위한 제도인데, 회원과 골프장 운영회사 간 입회계약이 체결된 후 회원명부
기재 등을 통하여 회원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진정한
회원의 지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회원증 취득자를 보호하고 유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유가증권성 긍정설은 골프회원증이 채권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제3자에 처분되어 채권만족을 얻는 구조가 유가증권에 필요한 권리의 유형화 및
유동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지만,133) 대법원 판례가 회원권 취득절차를 거침
없이 담보 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을 고
려하면,134) 담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도 ‘회원증은 회원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이러한 회
원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회원자격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135) 또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골프장 회원의 자격 또는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일정한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다거나 회원증의 양도
만으로 위와 같은 재산권이 회원증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이 아닌 지명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다’
고 하면서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증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입회금이 납부되
지 않았다면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136)
유가증권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3)
134)
135)
136)

이성웅(2008), 111면.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10. 19. 선고 2015나196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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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규정에 의한 회원 지위의 이전
가. 회원권의 상속
일본에서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견
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상속부정설은 예탁금회원제 골프 클럽의 친목적 단체로
서의 성격 및 회원의 인적 개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일신전속권과 같이 보
고, 다만 예외적으로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이 인정된다고 하
고, ② 상속긍정설은 회원권은 채권적 법률관계이며, 회칙 등으로 명확하게 사망
으로 인하여 골프장 시설이용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상속에 의해
승계된다고 한다. ③ 절충설은 ‘골프클럽회원의 자격’과 ‘골프클럽회원 계약상의
지위’를 나누어 전자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후자
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137) 일본의 판례138)는 ‘회칙이 사망을 회원의 자격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자격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칙에는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이 입회
계약상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입회금반환청구
권을 포함한 채권적 법률관계 일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하고, ‘회원이 사
망한 경우 회칙에 특히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상속인은 회원의 사망을 이유로 즉시 채권적 법률관계 속에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른다.
생각건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
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권의 상속 여부는 우선적으로 회원권이 일신전속적인 것인지 여
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민법상 사망 시 해지권을 규정한 것으로는 사용대차

(민법 제614조),139) 위임(민법 제680조)140) 등이 있고, 이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137) 富永浩明⋅三森 仁(2012), 348면(関端広輝 집필부분)
138) 最判平成9⋅12⋅6 (判時 1629号 53頁)
139) 차주의 사망 시 대주의 해지권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고 대주와 차
주 사이의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김용담
(2016b), 480면.
140) 위임계약 당사자 한쪽의 사망 시 위임계약의 종료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위임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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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다. 반면 임대차, 임치 등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
고 있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상속순위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위 각 전형계약과
비교해볼 때 골프장 회원의 권리 부분은 누가 골프장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골프
장 운영회사의 급부내용이 특별히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부분 역시 누가
이행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일신전속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141) 따라
서 기본적으로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대부분의 골프장 회칙에서 회
원의 ‘사망’을 회원권 소멸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자격승계규정142)을 둔
것은 회원권의 상속을 인정하면서 승계절차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승계규정 없이 회원의 사망 시 회원권이 소멸되는 내용의 특약을 두었다면 입회
계약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바대로 회원의 사망에 따라 종료될 것이다.143)

나. 합병 및 분할
법인이 합병(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또는 분할⋅분할합병(상법 제530조
의10)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 또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한다(다만 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되

적인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김용담(2016c), 646면.
14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도 ‘컨트리클럽회원의 회원가입계약 해지
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그 해지(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위 입회
금반환청구권이 비록 위와 같이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
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
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원가입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로써 위 입회금반환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다’
고 하면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
조건부 채권인 입회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모두 허용된다고 하
는바, 회원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다.
142) 견본회칙 제16조
1. 개인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시 그 상속인은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143) 입회계약은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데다가, 입회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입
회금반환채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약정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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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회원권이 전속적 성격의 권리⋅의무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 역시 위와 같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포괄승계될
것이다.

Ⅲ. 체육시설업자 지위의 이전
1. 문제의 제기 - 체육시설법 제27조
회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서와 같이 체육시설업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
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과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이 있을 수 있고, 계약이전
의 요건⋅효과 등 논의가 특별히 달라질 이유는 없다. 그런데 회원의 입장에서
는, 체육시설업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체육시설업자에게 입회계약상 법률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어떠한 경우에 체육시설업
자 지위의 이전이 일어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는 계약이전의 일반론에 더하여 일정한 경우 추가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
가 이전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관하여는 그 입법의 정당성
뿐 아니라 적용범위[특히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에 의한 체육 필수시설 이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
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체육
시설법 제27조의 규정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중요한 시사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함
과 동시에 의문점과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의의 및 정당성
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의의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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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
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14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145)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
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
항을 준용한다.

본래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합병 등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아닌 이상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146) 다만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상법 제42조), 양도
144) 이 조문은 1994. 1. 7. 전부개정된 구 체육시설법(법률 제4719호) 제30조 제1항으로 처
음 도입되었다.
145) 이 조문은 제27조 제1항이 신설된 이후 ‘체육시설 회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서 2003. 5. 29. 개정된 구 체육시설법(법률 제6907호) 제30조 제2항으로 도입되었다.
146) 영업양도는 기능적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라 하여도 법적 효과는 채권적이고,
영업에 대한 단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속한 권리, 법률관계,
채무, 사실관계 등을 개개의 특유한 이전절차에 따라 승계시켜야 한다. 김선일(2012),
7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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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상법 제44조)에는 예외적으
로 영업양도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대법
원 판례는 영업양도 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47)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지위 승계를 인정할 뿐 아
니라(제1항), 나아가 골프장 필수시설만 인수한 자에게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절차로 인수하였다면 권리⋅의무
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는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즉 체육시설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
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에 해당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취지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
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
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148)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항, 특히 일정한 경우 기초자산의 양도만으로 지위
이전을 인정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은 외국의 유사한 입법례
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체육시설법제의 독특한 규정이다.

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정당성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대하여는 입법론상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상호속용 등 다른 예외규정들과 달리 영업양도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요건이나
인수되는 채무의 제한이나 벗어날 방법이 없이 채무가 승계되는데,149) 입회금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보호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액채권자들과 달리 유
독 체육시설 회원에게만 그런 특수한 보호를 해주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
14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
결 등.
148)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149) 천경훈(2013),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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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 것이다.150)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회원권에 대하여 ‘저당
권, 압류, 가압류 등과의 시기의 선후를 막론하고 어떤 집행이나 환가처분에도
소제되지 않는 막강한 힘’을 부여함으로써, ① 근저당권 실행경매, 강제경매, 파
산절차에서의 환가 등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② 근저당권이 사실상 담보
구실을 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기존 대
출 회수에 나서는 등 자금조달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③ 파산되더라도 회원권을
가지는 회원들이 회생절차에 응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부실화된 골프장 운영
회사의 회생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다.151)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체육
시설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제도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큰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
절성이 인정되고, 양수인이나 경락인은 자신이 승계받을 회원규모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회원들의 입회금이 체육시설의 설치자금으로 사용되어 체육시설
부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
정된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하였다.152)
생각건대, 물권이 아닌 회원권에 대하여 사실상 물권에 가까운(어떤 면에서는
물권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체계의 정합성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153)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논거들(체육시설업의 활성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등)만으로는 위와 같이 정합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위 승계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면이
150) 천경훈(2013), 224-225면. 이철송(2007), 111-112면 역시 골프장 회원권이 생필품적 재화
가 아니고, 개중에는 거액의 투자자산을 이루는 것도 있어 그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함
은 법익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151) 천경훈(2013), 227-228면.
152)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7 전원재판부 결정.
153) 다만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된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으로 위 조
항이 최초로 규정될 당시의 국회회의록 등에서는 아쉽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깊
이 있는 논의나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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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위 규정을 마련한 입법자의 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①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당초 회원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인수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종래 회원제 골프장
의 물적 시설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더라도 인허가권(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골프장 운영을 하기 위하여 기존 골프
장 운영회사에게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인허가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였고, 이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채권자들의 손실을 야기하였다.154) 이에 회원
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이나 필수시설 매수인에게 인허가권을 승계시켜주
면서 동시에 승계되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의 전제가 되는 기존 회원들과의 계약
관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155) 요컨대 위 조항은 물적 시설을 인수한 새
로운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인허가권과 함께 입회계약관계를 일괄하여 이전받
게 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인허가권 및 필수시설
의 가치를 합하여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보다 적어 거래가 저해된다는
현실적인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조항 자체의 문제
라기보다 사업구조의 비수익성 또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부진 등의 문제에서 비
롯된 것이다.
② 골프장 회원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들보다 보호필요성이 크다.156) 우선
154) 위 조항의 입법적 배경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
체 판결 중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참조.
155)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구 체육시설법(법률 제6907호) 제30조 제2항]의 입법검토과
정을 보면, 당초 발의안에서는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인수인에게 체육시설업자의 ‘지
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경매⋅환가⋅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법률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
에 따라 승계의 범위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의 약정사항’으로 나름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관광위원회(2002), 3-4면. 다만, 위 검토보고서에 “회
원과의 약정사항만을 승계하도록 한다면 경매의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의 경락가가 종
전보다 하락하는 정도의 영향에 그치겠지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검토 당시에
는 오늘날의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거액의 회원권채무 승계로 인하여 골프장 매각 자
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156)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필요성은 일본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골프 클럽의 명칭이 골프장 사업 주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상법
제26조 제1항(상호속용으로 인한 양수인 책임을 규정한 현행 회사법 제22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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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초자산의 이전에 관한 법률행위에 수반하여 계약이전이 이루어지
도록’ 규정한 다른 법률규정들을 살펴보면,157)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건
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적 주거생활의 안정과 상가임차인의 사업 보호와 함께 임차인들이 상당한 임차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종래

‘임차인의 대항력’의 의미에 관한 인도거부가능설과 권리의무승계설 중 후자를
입법화한 것이다.158) 즉 존속보호를 위하여 양도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것이
다.159) 또한 상법 제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
수인은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
된 경우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한 것
이다.160)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기본적으로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
에서 입법된 것이므로 위 2가지 유형 중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에 조금 더 가까운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골프장 회원을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과 같이 ‘사
회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61) 그러나 골프장 회원은

157)

158)
159)
160)

유추적용하여 골프 클럽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이 회원이 양도인에게 교부한
입회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最高裁平成16.2.20第二小法廷判決, 平成14年
(受）第399号]. 이는 입회금 반환가능성을 잃은 회원에게 구제책을 제공한 판례라고
평가되고 있다. 永田均(2005), 146면. 나아가 일본 최고재판소는 골프장 사업이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에 따라 골프장 사업이 다른 회사나 신설 회사에 승계된 경
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平成20年6月10日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위 법리의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한다. 吉田正之(2009),
135면. 즉, 우리나라의 체육시설법 제27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는 상호속용에
대한 상법 규정의 적용범위를 해석을 통하여 점차 확대함으로써 골프장 회원을 보호
해온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전법리에 관하여 개별적인 계약유형이나 계약이전사유별로 독자적인 법리가 전
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을 규정한 다른 법률조항을 살펴보
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와 기능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혜민(2015), 669, 670면.
이동진(2012), 701면. 대법원 판례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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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고액의 입회금을 지불함으로써 회원제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인 기여를 한 자들로서, 회원제 골프장은 바로 자금을 조달한 회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다.162) 또한 입회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계
약당사자의 삶의 구성요소 내지 장기간의 계획에 속하는데,163) 체육시설법은 입
회계약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나164)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입회계약의 임의해
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165) 실제 회원제 골프장 입회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골프장 운영회사가 자유롭게 입회계
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반면 회원은 입회계약이 정하는 탈퇴권을 비교
적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166) 즉,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거나 회원권을 양도하
지 않는 이상 평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167) 회원들
161) 다만 임차인 모두가 위와 같은 입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162)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
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
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는 임대인의 채무가 목적물 소유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이기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차관계도 일체로서 이전되기 때문이라는 이
른바 상태채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상태채무론 및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준현
(2004), 185-194면 참조]. 물론 ‘골프장 운영회사 - 회원’의 관계가 ‘임대인 - 임차인’의
관계와 권리⋅의무의 성격 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시설 자체에 대한
‘기여’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회원이 임차인보다 강한 면이 있다.
163) 이는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이전을 인정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동진(2012), 691-692면.
164) 체육시설법 제2조는 ‘일반이용자’를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
나, ‘회원’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이러한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65) 가령 임대차(민법 제635조)나 고용(제660조)과 같은 전형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66)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일반
화하여 모든 계약유형에 관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민법에
서 임대차, 고용, 임치, 조합 등의 계약유형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권
을 인정한 것은 계약유형의 특성에 기한 것일 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속적 계
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민법의 많은 해지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하거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김영신(2008), 178면.
167) 따라서 ‘기간’의 측면에서도 회원이 임차인보다 강한 신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회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한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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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보호 및 계약 존속의 필요성이 크다.
③ 그럼에도 골프장 운영회사는 대부분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입회금을 주
된 재원으로 하여 골프장을 설치 및 운영해왔고168) 실제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연쇄적인 도산위기에 놓이고 있다. 골프장 운영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필수
시설이 경매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 회원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회원
들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초기자본조달이 중요한 회원제 체육시
설업 산업 전반의 근간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이를 막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
④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영업양수인이나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 2항이 입법됨으로써 영업양수인이나 매수인 등이 회원권 채무가 승
계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입회금액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등으로 그에 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양수인 등에게 승
계되는 구체적인 회원권채무의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도, 체육시설법이 승계되는
회원의 범위를 특정하고, 사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며, 회원모집상황
을 매 분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골프장 회원증 발급업무를 담
당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자가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한 후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양수인으로 하여금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하여 회원권
발급 상황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없
다고 할 수 없다.169)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

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체육시설법에 이 같은 규정들이 있는 전제하에서
는 회원들이 계약 존속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일반적인 용익에 관한 계약들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
요한 회원제 골프장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계약기간 보장은 회원들의 이익뿐
만 아니라 골프장 운영회사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다.
168) 2012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금이 47.7억 원이라 하는데 이는 골
프장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에 비하여 너무나 낮은 자기자
본비율이다. 강치형⋅신해수(2015), 262면.
169) 서울지방법원 2002. 10. 24.자 2002카기55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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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영업양수인 등은 행정관청에 사업계획승인 승계신고를 할 무렵에는 이미
회원권 모집결과가 행정관청에 보고되는 등 회원권 발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170)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권 발생시기에 따
른 승계범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⑤ 체육시설법 제27조가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실질적
인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회원들이 회생절차가 실패하여
파산절차로 골프장 필수시설이 매각되더라도 여전히 매수인에 대하여 회원권을
가지는 이상 회생절차에 협조할 유인이 적어진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있지만, 실
제로는 위 승계조항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골프장 필수시설이 매각될 가능성은
희박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매각된 사례도 없다. 즉 도산위기에 놓인 회원제 골
프장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은 사실상 회생절차가 유일
하므로, 회원들로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171)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승계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회
원권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입회계약이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은 담보
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회원의 이익만을 우선하였다
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담보로 제공함으
로써 경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야기하는 것이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비추어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법률에서 필수시설의 담보제공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172)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할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담보물의 담
보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장래의 회원권에 대한 부담까지
제한 없이 승계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
이 되고, 회원제 체육시설과 부동산 담보제도가 사실상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결
170) 김용철(2012), 90면.
171) 다만 회원들이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원들 의사의 왜곡
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4장 도산국면에서
의 회원의 지위 부분에서 상술한다.
172) 가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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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초래한다. 생각건대, 체육시설법에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승계규정
을 두더라도 적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정식의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대항
력을 갖춘 회원권만 그 이후에 위 시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담보권자 등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회원권을 보호하면서도 담보제도에 미치
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내용
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사망, 영업양도, 합병의 경우에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가 그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민법 제1005조), 합병(상법 제530
조 제2항, 제235조)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
우이므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는 주의적인 규정
이다. 위 조항의 승계사유에는 ‘분할’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분할 역시 승계
규정을 두고 있고(상법 제530조의10), 포괄승계의 성격을 가지므로173) 합병과 달
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상 의문은 있으나, 주의적 규정을 두지 않더라
도 체육시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영업양도는 본래 채권계약으로 영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개별적 이전절차
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이전을 인정한 것
이다.174) 위 규정은 회원보호의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으로 입회할 의사도 없는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담보 조로 회원권을 발급
하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다.175)
17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
결.
174) 이는 대법원 판례가 영업양도 시 양수인에 대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인정하는 것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등)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도
에서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의 특례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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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체
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
업용 자산의 일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
지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사이의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
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
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6) 위 판례는 당초 체
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입법되기 이전에 회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업
양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나,177) 경매 시 공시된 각종 정보(회원권
채무가 승계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를 신뢰한 매수인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178) 다만 체
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입법된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굳이 영업양도의 개념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위 제2항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해결함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환가,179) ③ 국세징수

17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등. 반면, 공사대금채권, 임금채권에 대한 담
보 조가 아니라, 공사대금채권자, 임금채권자들에게 회원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해
당 공사대금채권, 임금채권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기존 공사대금채권자, 임금채권자와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에 입회계약이 유효하게 체
결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581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17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177) 김용철(2012), 101면 각주 20).
178) 이와 더불어 위 판례에 대한 비판으로는, 천경훈(2013), 232-241면 참조.
179)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환가’는 채무자회생법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절차를 말
하는 것이고, 회생절차는 설령 그것이 청산형 회생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 15.자 2015라91 결정(심리불속
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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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고, 이로써 사업계획승인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는 대신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180) 위 규정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에 대한 인
수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지닌다.181)
한편 ‘필수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골프장 부지 역시 골프장의 필수시설에 포
함되므로182) 완성된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경매를 통해 처분될 경우는 물론, 완성
전 골프장의 부지가 경매를 통해 처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법 규정
에 따라 당연히 양도인과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83)

4.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에의 체육시설법 제27조
적용 여부
가. 종래의 논의
체육시설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 담보신탁계
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금융기관이 대
출금 채권의 담보로서 근저당권보다 이른바 도산격리184) 효과가 있는 담보신탁
을 선호하고 있고, 골프장 운영회사들의 대출금 채무 연체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체육시
설법 제27조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적용 여부를 두고 승계
180)
181)
182)
183)
18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엄용표⋅조정익(2017), 110면.
도산격리(도산절연)란 ‘채권자가 담보자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채무자(=
담보자산의 보유자)의 도산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박준⋅한민
(2018), 794면(한민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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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185)과 비승계설186)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도 견해가 나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입장을 정리하였다.187)

나.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승계설)
다수의견의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
법취지를 고려하면, 공매는 체육필수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체육
시설법상의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필
요가 있다. 공매절차 유찰시 최종 공매조건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경우도 마
찬가지다.
② 승계설이 문언해석에 부합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매우
포괄적 규정이고 위 조항의 “준하는 절차”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공매는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환가절차를 통
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과 실질적으로 차
이가 없다.
③ 승계설이 입법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체
육시설법 제27조(구 체육시설법 제30조)의 입법과정이나 입법자료를 보면, 체육
필수시설이 영업양도, 경매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체육시설
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185) 박종수(2015), 263-271면; 이상규(2016), 76-86면; 이승섭(2017), 165-169면.
186) 나청(2016), 160-161면; 김장훈⋅홍정호(2017), 58면.
187) 도산위기에 놓인 회원제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담보신탁계약을 근거로 한
공매절차에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회원제 골프장 업계에서는 초미
의 관심사였고, 많은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심판결이 선
고된 지 약 2년 6개월이 지나 선고된 것으로, 8인의 다수의견과 5인의 소수의견이 각
각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
결이 나오기까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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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
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절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는, ㉠ 채무
자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인 환가절차인 점, ㉡ 법원의 감독이나
허가를 받거나 법원 또는 관청이 절차를 주관하는 등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절
차의 진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 ㉢ 우선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거치는 점, ㉣ 일정한 요건 아래 임의매각이나 수의계약 방
식에 의한 처분도 허용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담보신탁은 체육필수시설의 취득⋅운영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
으로 이용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환가절차
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저당권 등 담보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비승계설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나 금융회사가 체육시
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주고, 회원들의 입회금을 받아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는데도 이러한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자가
입회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담보신탁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되고 설정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소유권 등 권리이전형 담보의 일종인 ‘양도담보’와 유사한 측면
이 있다.
신탁사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고,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 신탁사무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신탁법상 법원의 감독권한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환가와 담보
신탁을 근거로 한 수탁자에 의한 수의계약은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점,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절차를 주관하는 점, ㉢
채권 회수를 통한 채권자들의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 ㉣ 절차의 주관자가 계
약당사자가 되고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승계설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담보신탁계약에서 미리 처분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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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매계약 내용이 공개공고를 통해 미리 공개되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절차는 예측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이고,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
설법령에 따라 승계될 회원규모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담보신탁의 우
선수익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반대의견 (비승계설)
반대의견의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또는 관계기관
이 정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데도 그 매각조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 없이는 불가능
한 해석이다.
②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
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우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와 합병과는 전혀 다르고, 체육시설법 제2항 제1 내지 3호의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 등과도 그 시행주체, 절차, 매매대금의 배분방식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공적기관이 아닌 수탁자가 그 절차를 주
관하고, ‘공매’의 개념과 절차를 정하는 특별한 법률규정도 없다. 담보신탁의 인
수를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신탁사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파산관재인은 공적수탁자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절차를 진행하므로 파산
관재인의 환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처
분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던 의무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고,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원칙에 대
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④ 비승계설은 문리해석상 당연한 결과이다. 공매는 법률상 일반 매매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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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를 바 없는 매매 그 자체이고, 체육시설법 제27조가 매매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는바, 매매 중 유독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매매에
만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
호는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에서 정한 절차를 인용하거나, ㉡
제1 내지 3호까지 정한 절차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 범
위에서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적어도 그 절차 자체에 관하
여 법률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 공적 기관 또는 공적 수탁자가 그 절
차를 주관하는 등의 근거를 갖추었을 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 자연
스럽다.
⑤ 비승계설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영
역의 문제는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인데
도, 담보신탁된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매매에 대하여만 굳이 법률 조항에 규정된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입법작용에
이르는 것이다.
⑥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는 ‘거래 안전의 도모’도 포함되
므로, 위 조항은 문언 그 자체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
항 제4호를 넓게 해석하면 당해 부동산 거래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거래가격이
낮아져서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 판
결선고 전에는 의무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매매에 관하여 중요
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
지가 있어 매매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다.
⑦ 절차간 유사성을 기초로 하는 다수의견은 체육필수시설의 매각절차에 임
하는 당사자에게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해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해주지 못한다.
⑧ 담보신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은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
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
가해버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부당하다. 독립한 신탁재산에 대해 담보물권을 설
정하거나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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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강력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위탁자가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회금반환채무까지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면, 위탁자의 신용상 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리하고자 하는 신탁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일반적
으로 신탁재산의 매매절차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따른 권리⋅의무가 당연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거나 그와 같은 부담이 공고된
다고 보기도 어렵다.
⑨ 다수의견은 비승계설이 체육시설업자 등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 주고, 입회금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체육시설
을 취득한 자가 입회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나,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이 회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을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해신탁을 이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방법이 따로 마련
되어 있다.
⑩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
입회금반환채무를 고려하여 골프장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면 통상 그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매각 자체가 어려워지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시간만 경과하게 되어 해당 골프장을 둘러싸고 얽혀 있는
채권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적 영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됨으로써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한 해결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 검토
승계설과 비승계설은 모두 타당성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승계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① 승계설과 비승계설의 이론적 차이는, 결국 담보신탁188)을 이해함에 있어

188)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나, 통상적으로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물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여, 잔여가 있으면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신탁’으로 이해된다. 윤진수(2018), 6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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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보로서의 ‘실질’과 신탁으로서의 ‘형식’, 또는 ‘담보기능’과 ‘도산격리기능’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에 있다. 담보신탁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위탁
자)의 채권자(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기능한다는 점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비승계설 역시 이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189) 그런데 신탁
재산의 독립성에서 비롯된 이른바 도산격리성이라는 신탁의 속성 내지 기능은,
그것이 신탁의 중요한 특징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양보될 수 없는 절대
적인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다. 담보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도산하
면 무조건적으로 도산절연을 인정하는 입법례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뿐 아니
라,190) 담보신탁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소
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담보인 양도담보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② 법률의 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
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나 수의계약 역시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체육필수시설이 비자발적으로 환가된다는 면에서 체육시설법 제

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에서 규정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본질적으
로 동일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하면, 승
계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절차’의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각 절차들과 시행주체나 절차 등에서의 일부 차이만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위 제4호 규정
에 대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된다.191)
189) 대법원은 ‘채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190) 다만 담보신탁을 법률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프랑스에서는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사용
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 한하여 도산절
연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진수(2018), 712-723면 참조.
191)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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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대부분 회원들로
부터 지급받은 입회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한 것으로,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본래 위 시설은 회원들에게 편익
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 회칙들
이 회원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입회계약은 회원 스스로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한 계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이 보장된 계속적 계약
이므로, 계약유지 및 존속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매우 크다. 나아가 회원제 골
프장이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재정기반으로 수익성 없는 사
업구조를 기획하고 운영한 골프장 운영회사 측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대중골프장
과의 세제상 차별취급 등 상황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체육시설업자가 회
원들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위 시설물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형식
은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축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정의관념이나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192) 더구
나 아무런 책임이 없는 회원들에 대하여 도산격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뿐만 아니라 승계설에 따를 경우와 비승계설에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결과를 비교해보면 승계설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한 분쟁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먼저 비승계설을 따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회원들에 대한 보호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193)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골프장
필수시설만을 취득한 매수인(이하 ‘필수시설 매수인’이라 한다)이 스스로 골프장
김소영, 김재형의 보충의견.
192) 이에 더하여 체육시설법은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제 체육시설업을 엄격하게 구분
하고 있고, 허가권자의 변경승인이 없는 한 양자의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으로 승인받은 시설물은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회원제 체육시설로 조성된 시설물만을 취득하고 회원들을 축출하는 것을 금지함
으로써 회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나 수
의계약으로 회원들과 분리된 회원제 체육시설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
한 체육시설법의 각 규정을 잠탈 내지 회피하는 것이 된다.
193) 위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도 ‘(승계설에 따를 경우) 해당
골프장을 둘러싸고 얽혀 있는 채권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적 영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됨으로써...’라고 설시한 것으로 보아 비승계설에 따를 경우 사적 해결방
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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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절차
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헐값’에 필수시설을 인수한 매수인에 대
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194) 이에 대하여 필수시설 매수
인이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도 하지만 위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195) 그러면 결국 ㉠ 기존의 골프장 운영회사는 필
수시설이 없어서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 필수시설 매수인은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지 못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 회원들 역시 더 이상
골프장을 이용할 수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입회금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어, 각
194) 현실적인 이유는 회원들로부터 체육시설법상 회원보호규정 등을 근거로 한 민원이나
항의가 쇄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8. 29. 선고 2017누3237 판결(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
체 판결 선고 이후 상고취하로 확정)은, ①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체육시설업(회원
제골프장업) 등록 등에 따른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상당
한 금액에 이르는 점, ② 기존 골프장 운영회사가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폐
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업 등록이 존속하는 한 그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려 하
거나 임대차 등을 통하여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여
골프장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규모는 약 619억 원으로 공고되었고, 당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약 1,016억 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원고(필수시설 매수인)는 매매대금 약 170억 원에 위 부동산을 취득하
였던 점, ④ 원고는 신탁재산 매각절차의 공매공고를 통하여 골프장업 영업권은 승계
되지 않고, 입회금반환채무로 나타날 회원권 규모가 619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알았
고, 신탁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반환, 사업권을 필수시설 매수인
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⑤ 만일 원고의
체육시설업 등록 등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는 약 1,016억 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약
1/6 정도의 가격으로 취득하여 약 84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부동산에서 그대로
골프장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골프장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를 취득하는 반면, 기존
골프장 운영회사는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체육시설업 등록 등 영업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상실하게 되며, 기존 회원들 또한 입회금반환채권만 남게 되어 사실상 619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는 점, ⑥ 위와 같은 결과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체육시설법의 입법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일방
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되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위
사건의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11235 판결은 ‘체육시설법 제
27조가 적용되어 사업권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사업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측면
도 있는 반면에 필수시설 매수인인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사업권자는
회원들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면서 사업권까지 대가 없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심히 어긋나게 된다는 점’ 등도 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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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교착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편 행정청이 필수
시설 매수인에게 사업계획 승인 등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그와 같은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196) 취소판결을 받는다면197) 다시 위와 같은 ‘교
착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필수시설 매수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청을 설득하려면 기존 회원들과 협상을 하여 승계나 적절한 회원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회원들도 협상하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상당 부
분 보호받을 가능성이 생긴다.198) 반면 필수시설 매수인이 스스로 골프장을 운영
하지 않고 기존의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필수시설을 임대하여 골프장업을 계속하
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199) 이때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을 필수시설 매수인의 임대료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기
존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골
프장용 부동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위 임대차
계약에서 이행을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부동산 매수인의 임
대료 채권은 회생채권인 회원권 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반면 승계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196)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으나, 회원들은 비록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더라도 처분
결과에 따라 회원권을 상실할 수도 있어 그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성
질상 기존 골프장 운영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달리 그 지위를 보전
할 구제방법이 없는 이상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
로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참조(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사안).
197)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시키는 경우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
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
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4. 선
고 92누3311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필수시설
매수인의 매수가격, 기존 회원들에 대한 보호 정도, 체육시설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기
존 회원들의 이익 보호 필요성이 처분 취소 시 부동산 매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생각된다.
198) 다만 회원들은 다수이고 세력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협
상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199)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신탁이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될 여지도 있으나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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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권
리⋅의무와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 기존의 골
프장 운영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상실하는 대신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고, ㉡ 필수시설 매수인은 승계될 입회금반환채무액이 공제된 매매대금을 지
급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승계하여 골프장업을 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며,200)
㉢ 회원들은 새로운 체육시설업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회원 지위를 누릴 수 있
게 된다. 다만 승계될 입회금반환채무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골프장 필수시설의
담보가치는 매우 낮아지거나 사실상 거의 없게 되고, 결국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골프장 운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회원제 골프장
의 도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본 비승계설에 따른 사적 해결방법은 교착상태에 놓인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불확실성의 위험을 떠안게 되어 불합리하다. 필수시설 매수인이 어느 정
도의 회원보호조치를 해주었을 때 행정청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줄 것인지 불
확실하고,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될 가능
성이 크며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의 위험은 오히려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적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
을 주저하게 한다(실제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도 골프
장 부지 등에 대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가격이 상당히 저감되더라도
매각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대로 승계설에 따라 회생절차로 분쟁을 해결
할 경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차가 신속⋅간
명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구속력을 미치는
해결이 가능하고, 각 이해관계인이 회생법원의 주재 아래 마련된 협상의 장에서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률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바,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승계설이 타당하다.201)
200) 다만 골프장 사업권의 귀속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은 골프장 사업자와 공매
를 통한 골프장시설의 매수인 사이에 부당이득반환 문제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승섭(2017), 170면.
201)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4호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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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계설에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고
민해볼 필요가 있다.
①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필수시설(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위기에 놓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자금조달
이 어려워지고, 회원제 체육시설업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려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
보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DIP

Financing을 활성화하는 방안202)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회생
절차에서 대중제 전환에 성공하면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금융기
관에서 매출채권 담보를 활용한 신규자금 대출을 해줄 유인이 다른 회생사건보
다 크다. 또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자
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회원제 골프장업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세제상 차별 등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②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필수시설을 매수하려는 자가 승계될 회원
권의 입회금반환채무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회원명부의 정확한 기재, 회원변동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 등을 통한 관리⋅감
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원권 거래를 제
한하는 조항을 회칙 등에 규정하여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
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203)
③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나 수의계약 외에 또 다른 처분방법에 따라 필
수시설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포섭될 것
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는 결국 법률해석의 문제이므로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위 전원합의체
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제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 정준영(2011), 43면.
203) 견본회칙 제17조 제3호는 ‘공사는 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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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다수의견에 제시한 논거들이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회원들의 동의 요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있어 회원들의 동의나 승낙
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계약이전의 요건에 관한 통설의 입장(세 당사자의
합의 또는 두 당사자의 합의와 남은 한 당사자의 동의)이나 회원권 양도에 있어
서는 (형식적으로라도) 골프장 운영회사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업자 지위 이전에 회원들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에 의문이 없
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회원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회사는 회원이 누구인
지에 대하여 그다지 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반면, 회원 입장에서는 골프장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품질이나 골프장 경영능력,
입회금반환채무의 이행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는 도산위기에 놓인 회원제 골프장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되므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회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점, 다수의 회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나 승
낙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래의 신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
는 점을 감안하면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체육시설법의 태도가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것이 회원들에게 불리한 경
우까지 언제나 회원들이 지위승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원이 스스로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4절 회원권의 소멸 III.의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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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원권의 행사
Ⅰ. 회원권의 행사
1. 우선적 시설이용권
우선적 시설이용권은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개별적인 시설이용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골프장 운영회사와 사이에 개별적인 시설이용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회원증
의 제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나, 회칙에서 회원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204) 회원증의 성격이 증거증권에 불과함에 비추어 회원증 없이도 회원
의 지위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회사는 시설이용의무와 쌍무계약상 견련관계가 인정
되는 입회금납부의무(연회원제에서는 연회비납부의무)와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2. 입회금반환청구권
입회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입회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우선 탈퇴권
을 행사하여 입회계약을 종료시켜야 한다. 다만 입회금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
았다면 원칙적으로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야 입회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회사는 회원의 회원증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
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
한편 회원의 입회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회사에서 입회금반환청구
204) 가령 웰리힐리 CC 회칙 제23조 제4호, 레이크힐스 용인 CC 제21조 제4호, 여주 CC 회
칙 제11조 제4호, 비에이비스타 CC 회칙 제18조 제4호, 서원밸리 CC 회칙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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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증하고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205)에 해당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206) 생각건
대,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불가항력207)은 본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되는 것이고,208) 불가항력에 따른 연장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회원의 입회금반환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며, 계약기간의 만료나 입회금 반환청구
등은 이미 예상되었던 사정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209)

205) 대부분 회칙은 입회금 반환에 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다, 가령 견본회칙 제10조 제1호.
206)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에 일본의 회원제 골프장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
여 ‘버블 붕괴라는 계약 체결 시에 쉽게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회원의 반환청구가 기대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입
회금을 반환하면 골프장 경영 자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클럽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회칙의 거치기간을 효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東京地裁平成10年9月24日判決)도 있었으나, 위 판결의
항소심은 ‘버블 붕괴 등의 경제 변동은 비록 골프장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의 도래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며 그동안의 경제 변동은 당연히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규정 변경을 회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東
京高裁平成11年3月30日判決).
207) 불가항력의 개념 자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윤용석(2016), 157면.
208) 대법원 판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도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①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② 공사기간 내에 공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
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강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사실상 불가항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9) 부산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나13893 판결도 ‘경영상 난맥이라는 사유는 이사
회 결의를 통하여 입회금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회칙 규정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의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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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원권 행사의 부당한 제한에 대한 구제수단
1. 보전처분
회원권을 양수하였음에도 양도인 혹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이를 다투는 등의
경우 양수인은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회원권 명의변경신청을 한 후, 명의변경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금
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이후 체육시설업
자의 승인을 얻고 본안판결에서도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포함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210) 또한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들
에게 위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는 등 회원권을 부인하는 경우 골프장 운영회사
를 상대로 회원지위박탈금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211)

2. 명의개서청구의 소
골프장 클럽의 회원명부가 회원권에 관한 권리변동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는 아
니라고 할지라도 회칙상 회원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소
210) 특히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가압류가 경합되는 경우 우열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채
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 여부를 채권양도와 가압류 사이의 우열 문제와 달
리 볼 이유가 없고, 더구나 골프회원권의 경우 회원명부에 가처분 등의 사유를 기재하
므로 그 공시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
분금지가처분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처
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권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안정호(2010), 462-463면.
211) 부산고등법원 2016. 7. 1.자 2016라5038 결정(심리불속행 기각)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대중제 전환을 이유로 회원들에 대하여 입회계약의 임의해지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중제 전환’은 입회계약상 회원자격의 상실사유가 아
니므로 골프장 운영회사의 해지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회원의 우선
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비회원에게도 사실상 회원과 동일 일시경에 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회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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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하여 주게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회
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회원은 우선적 시설이용권 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명부에의 등재는 회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양수인의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를 둘러싸고 생긴
회원인 여부의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명부의 명
의개서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212)

3. 계약상 지위⋅내용 확인의 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원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권 취득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권 행사를 거절하거나, 입회계약 해지사
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들에 대하여 위법하게 입회계약
해지통지를 하는 등 회원권을 부인당한 회원들은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회
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운영회사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 대한 입회계약상 이용조건을 축소하려 하는 경우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계약상 내용을 확인하는 회원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13)
21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21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예탁
금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주주회원들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
사이에 ‘골프장 운영회사가 골프장 이용혜택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주주총회결의를 하였다. 이에 위 주주회원모
임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회원들인 원고들이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은 물론 피고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위 주주총회 결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내용 조정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상법 등 법령, 피고의 정관 어디에도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결의를 상법상 결의무효확인의 소 또는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
고, 위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 판시와 같이 주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실제 이루어졌던 주주총회결의를 상법 제380조나 제376조에서의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나 회원의 입회계약상 이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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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청구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에게 부당하게 회원의 지위를 부정하여 회원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회원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은 분명하다. 다만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
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회원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
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 차액,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
체 기간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214)
건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 사이의 계약법적인 문제이고,
다수결을 통해 결정되는 조직법적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원심과 대법원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혁준(2014a), 140면 참조.
2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①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나67070)은 손해액을 골프회원권의 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파악한다는 전제 아래 골프회원권의 임대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평가액에서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적산법(당해 투하된 자본가격에
기대수익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인근 지역 골프회원권 시세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 산정되는 골프회원권의 시세 또는 입회금에 대하여 국공채이율, 은행
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골프회원권의 일반적인 이용현황 등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기대이율로 볼 수 있는 ‘시중은행의 정
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시설이용권이 침
해된 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도 마치 원고들이 회원권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여 처
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골프장 회원권의 임대라는 개념 자체
가 법률적,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 적산법을 사용한 것에 의문이 있다. 엄용표⋅조
정익(2017), 102-103면.
②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회원권의 매도 또
는 처분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 역시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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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원권의 소멸
Ⅰ. 회원권의 소멸사유
회원권의 소멸사유도 원칙적으로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 사이의 입회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입회계약에서 ‘계약기간’ 또는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원권이 소멸하게 된다.215) 이와 구별
하여 입회금 거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입회금반환채권 행사가 가
능해질 뿐 회원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216)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들은 입회계약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① 탈퇴, ② 제명, ③ 사망 또는 실종, ④ 회원권의 양도, ⑤ 법인회원의 경우 해
당 법인의 해산 또는 등록말소｣를 자격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다.217) 이하에서는
각 회원권 소멸사유 중에서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한 소
멸사유들을 계속적 계약인 입회계약 해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자체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③ 이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10464)은 ㉠ 원고들
이 회원들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
용한 평균횟수에 ㉡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요금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요금과의 차액을 곱한 후, ㉢ 원고들의 주된 목
적이 골프장 이용보다는 채권 확보였던 점, 회원권자 모두에게 회원 지위가 인정되었
다면 정회원들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적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금액의 80%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였다.
21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6641 판결. 그러나 계속적 이용계약의 특성 및 골프
장 운영회사의 자금운용 필요성 등으로 입회계약의 계약기간을 별도로 한정하는 경우
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6) 입회계약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문언상의 의미와 달리, 단순히 입회금의 반환을 구
할 수 없는 거치기간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6641 판결).
217) 견본회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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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원의 입회계약 해지
1. 해지권 일반론
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소
멸시키는 형성권이다. 해지권의 종류는 크게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법정해지권을 보면, 골프장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회원이 법
정해지권(민법 제543조)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218)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

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탈
퇴권219)을 인정하고 있고, 이 역시 법정해지권의 성질을 가진다. 다음으로 회칙
마다 회원이 언제든지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탈퇴권은 약정해지권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해지권 발생원
인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탈퇴권
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2. 탈퇴권의 행사요건
가. 약정탈퇴권
탈퇴권의 행사시기나 요건에 관하여 회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218)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지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
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민법이 각종의 전형계약에서 해지권 발생사유를 망라하
지 않고 있고, 계속적 계약의 구별기준인 급부의 계속성은 상대적 개념인 점을 고려하
면 긍정설이 타당하다. 곽윤직(2002c), 266면. 대법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권
을 인정하고 있다(가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219) ‘탈퇴’의 사전적 의미는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를 끊고 물러남’
인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는 단체를 전제로 한 용어로서(유사한 용어로 ‘탈
회’가 사용되기도 한다) 민법에서는 조합에 관해서만 ‘탈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단체법적 성질이 인정될 수 없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는 ‘탈퇴’보다 ‘해지’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되나, 회원제 골프장의 종류에는 단체법적 성질이 인정되는
사단법인제 골프장도 있고, 다른 발생원인에 의한 해지권과 구별할 필요도 있으므로,
부득이 법문상 용어인 ‘탈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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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 회칙은 입회일로부터 일정 기
간(보통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여야 탈퇴할 수 있고, 탈퇴를 해야 입회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입회금의 거치기간만을 명시하고 탈퇴권
의 행사시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
회금일뿐 탈퇴의 청구는 아니고, 입회계약은 성질상 계속적 이용계약으로서 기
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이용권자인 회원은 언제라도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220)
한편 탈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회칙규정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가령 계속적 계약인 입회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
로 하거나 묵시적인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221) 회원은
해당 회칙조항의 제한에 구애됨 없이 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법정탈퇴권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다고 하여,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칙을
변경222)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탈퇴권 행사시기가 도
220)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221)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퇴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입회기간이 5년간 자동갱신된
다’고 규정한 회칙규정은 기간 종료의 예고 또는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등의 절차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따라서 회원자격 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식
하지 못하여 1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못한 회원으
로서는 예상치 못한 회원자격 기간의 갱신으로 인해 무려 5년 동안 입회계약의 유지를
강요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
하여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단5382429 판결).
222) 대법원 판례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
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
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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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기 전이라도) 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법상
일반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이 입법된 예로 볼 수 있다.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이 변경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
여 다양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나, 대법원은 ① 회원이 탈퇴를 주장할 수 있는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은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어야 하고, ② 약정
의 ‘변경’은 명시적 변경뿐 아니라 우대회원의 추가모집 등 사정변경에 따라 당
해 회원권익에 실질적 변경이 가해진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③ 다만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탈퇴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23) 탈퇴권 행
사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입회금반환 등으로 골프장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가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흠결이 생기게 되므로 신
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추가 회원 모집
탈퇴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로는, ① 원고들이 입회계약 체결 무렵 회원 수를
늘리거나 주중회원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회칙에 총회원수를 ‘정
회원 550명’이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기존 정회원보다 특전이 제공되는 특
별회원을 모집하고 주중회원 700명도 신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회칙 변경 후
주중회원을 모집한 사안,224) ②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원모집공고문에 ‘총회원모
집수 : 199명’이라고만 기재한 후 정회원(기여회원, 입회금 3억 원) 199명을 모집
하였는데, 그 후 일반회원(입회금 9,000만 원) 66명, 플러스회원(일반회원 2,000만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
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탈퇴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22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224)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16702 판결. 원고들이 입회계약 체결 무렵 분양
담당자로부터 주중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총회
원수를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회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골프장 회원
권이 충청권 최고급 소수회원제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시세에 근접한 가격이었으며, 골
프장 회원권 시세가 주말 이용가능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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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추가 납부조건) 19명을 추가로 모집한 사안,225) ③ 정회원(입회금 1억 3,000만
원) 550명, 특별회원(입회금 8억 원) 10명 총 560명을 모집하였는데, 주중회원

400명(입회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원수를 960명으로
늘리고 주중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을 한 사안226) 등이 있다. 반면 탈
퇴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① 원고가 회원권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일
반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 회원 수 증가를 이미 예상하면서 회원
권을 취득한 사안,227) ② 일반회원인 원고에게는 보장되지 않던 주말부킹을 보장
하는 우대정회원과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입회계약 당시 골프장 개보수
등 거액의 자금조달을 위해 우대회원 모집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이를 예견하면
서 시세차익 획득 목적으로 추가분담금을 납부하고 일반회원권을 취득하였던 사
안,228) ③ 원고들 모집 당시 회원 수를 공고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고, 회원 수에
대한 회칙 변경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으며, 추가모집회원에게는 우선권이 부여
되지 않아 원고들의 권익에 불이익을 주거나 원고들에게 보장된 기존 예약 조건
이 변경되지 않았던 사안,229) ④ 기존 회원들은 계약기간이 20년이고, 기간만료
전 탈퇴가 금지되었는데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 후 5년이 경과되면 입회
금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추가 회원모집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
리를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230) 등이 있다.

225)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747 판결. 입회약정서나 모집대행회사의 설명 시 기
여회원 199명만 모집한다는 설명이 이루어졌던 점, 플러스회원은 회칙 또는 약관에 명
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회원이고, 기여회원은 플러스회원 및 일반회원과
주말 예약에 관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22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73599 판결. 입회계약에서 회원 수를 총 560명으로 한
정하고 있고, 기존 정회원인 원고들에게는 주말이용권뿐 아니라 주중이용권도 부여되
어 있는데, 주중회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하면서 원고들의 주중이용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22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64147 판결.
22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86342 판결.
22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230)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5653 판결(호텔회원권에 관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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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조건의 변경
탈퇴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로 ① 골프장 내 리조트 빌라를 폐쇄하고 그린피를
대폭 인상하며, 예약방식을 인터넷에서 팩스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예약현황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지하지 아니한 사안,231) ② 정회원에 발급되는 무기명회원카
드 소지자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당초 주중 40,000원, 주말 75,000원에서 주중

65,000원, 주말 95,000원으로 인상한 사안232) 등이 있다.233) 반면 탈퇴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① 골프장 운영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은 다
른 골프장의 주중회원 대우 혜택을 제공하다가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되어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사안,234) ② 회사의 재정상태가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악화되었던 사안235) 등이 있다.

3)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골프장 운영회사의 변경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
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원 모집 당시의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뿐이므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한다.236) 이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231)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13292 판결.
232) 광주고등법원(제주) 2009. 11. 4. 선고 2009나30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233)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26505 판결에서는 골프장 운영회사가 ① 자격기
간을 5년으로 약정하였던 평일회원들의 자격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② 평일회원이 스
스로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자격이 자동 연장되었던 것을 심사 후 연장되
는 것으로 변경하며, ③ 기존에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에 해당하는 이상 탈퇴권 행사요건인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4) 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2나50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위 법원은 입회계약
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의 혜택을 의미하는 점, 원고는 위 입
회계약을 체결한 이래 운영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골프장을 이용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혜택이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
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35)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1058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23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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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는 이상 그 권리의무의 내용에 변경이 없고, 만일 이를 탈퇴사유로 인정한
다면 회원은 영업양도를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권리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다시
그 영업양도를 이유로 입회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입회금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영업양수인은 탈퇴를 원하는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을 반환해주어
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37)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영업양도 상황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경영능력이 열악한 상황에도 그렇게 볼 수 있
을지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영업양도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회원제 골
프장 영업이 양도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승계규정이 적용되고, 위 조항
에 따라 양도인의 입회계약상 채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238) 그런
데 일반적으로 계약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함239)에 비추어 볼 때, 회원이

(자신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종전 영업양도인
과의 약정에 따른 탈퇴권 행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차 영업양수인
으로부터는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탈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회원을 보호하려는 체육
시설법 제2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원 권익
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탈퇴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240)
237) 황순현(2016), 487면.
238) 대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
다고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239)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그 취지는 계약에서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240)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의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
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
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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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골프장 운영회사의 입회계약 해지
1. 해지권의 발생원인
회원이 입회금납부의무나 연회비납부의무 등 주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골프
장 운영회사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241)
그러나 회원의 경우와는 달리 체육시설법은 골프장 운영회사에게는 입회계약
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회칙에 사업자에게 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242)
결국, 골프장 운영회사가 일방적으로 입회계약을 해소할 권리는 회원보다 상당
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명
회칙상 골프장 운영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을 제명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명처분의 법적 성격은 입회계약을 해지하는 약정해지
권 행사에 해당한다.243)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계
약이전에 있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241) 반면 부수적인 채무(가령 골프장 이용시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할 의무, 신상정보 변
동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행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없다.
24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
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
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
다44368 판결).
243) 대법원도 헬스클럽 운영회사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난폭한 언동을 하면서 무단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한 회원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인상된 연회비의 납부를 최고하고 이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클럽시설이
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원고들을 제명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
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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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제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 회칙이 정하고 있는데,244) ① 클럽의 명예
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② 회칙 및 클럽의 규칙을 위반하였
을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고 3개월이 경
과한 경우,245) ④ 회비 기타의 납부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246) ⑤
고의적인 시설손괴행위가 발생했을 때,247) ⑥ 주소변경 또는 회원신상변경신고
를 1년(또는 6개월) 이상 태만히 한 때248) 등이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상 법정해지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약관에 의하여 약정해
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배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제명처분은 체
육시설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제명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는 적어도 회원이 해지권이 발생할 정도의 중대한 채
무불이행을 하였거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249)
244) 다만 이하의 사유들은 제명뿐 아니라 자격정지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다.
245) 이상은 견본회칙 제15조.
246) 서서울 CC 회칙 제14조 제2호, 화순 CC 회칙 제14조 제2호, 김포씨사이드 CC 회칙 제
14조 제2호, 부곡 CC 회칙 제9조 제4호, 금강 CC 회칙 제10조 제2호, 무등산 CC 회칙
제12조 제2호, 웰리힐리 CC 회칙 제16조 제1호, 레이크힐스 용인 CC 제10조 제2호 등.
247) 광주 CC 회칙 제9조 제3호, 대구 CC 회칙 제13조 제3호, 해비치 CC 회칙 제9조 제3호,
인천국제 CC 회칙 제9조 제3호 등.
248) 서서울 CC 회칙 제14조 제4호, 화순 CC 회칙 제14조 제4호, 부곡 CC 회칙 제9조 제3
호, 골드 CC 회칙 제16조 제4호, 대구 CC 회칙 제13조 제4호, 금강 CC 회칙 제10조 제
4호, 웰리힐리 CC 회칙 제16조 제3호, 레이크힐스 용인 CC 회칙 제15조 제4호 등.
24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3. 선고 2018나10664 판결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입회계
약상 그린피 면제약정을 변경하여 그린피를 부과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① 그린피
를 부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경영난을 초래할 만한 사정변경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입회계약 체결 시 장래 이용객 및 매출액 증감에 따른
경영상태가 입회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제적 상황 변
화로 당사자 중 일방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 곤란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입
회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골프장 중 대중제 코스를 이용하면서 이용대금 268,560
원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제명처분한 것에 대하여도, ①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이 분리되어 있어 회원이 대중제 골프코스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원제 골프코스에 대
한 일방적인 그린피 부과는 효력이 없는 점, ③ 회원이 그린피 부과를 비판하며 회원
협의회 창립총회 등을 추진하였다고 하여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
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보았다.

- 80 -

제3장 비도산 국면에서의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

3.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
가. 대중제 전환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도지사로부터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입회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대중제 전환을 한 것이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회사
가 이를 이유로 회원들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50)

나. 골프장 시설 및 운영형태의 변경
골프장 운영회사는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입회금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영
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이 낙후되어 상당한 정도의 추가비
용을 들여 시설 및 운영형태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기
존 회원들과의 입회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 클럽을 폐쇄하고 시설 및 운영형태를 변경한 신규 클럽을 설치⋅
운영한 사안에서 시설 및 운영형태가 변화되었더라도 ‘신규 클럽이 기존 클럽과
의 동일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기존 클럽 회원의 지위를 부정하여야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 기존의 입회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고 한다.251)
250) 광주고등법원(전주) 2009. 4. 17. 선고 2008나2918 판결.
25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이 판례의 사안은, 1982년에 호텔에 헬스
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을 모집(당시의 입회
금은 200~500만 원 정도였다)하여 운영하였던 피고가 적자로 클럽 유지가 불가능하다
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겠다는 해지통지를 보내고 기존 클럽 사업을
중단 및 폐쇄한 후, 골프연습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영장을 새로 추가하여 신규 클럽
을 만들어 회원모집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회원지위확인을 구한 것이다. 원심은 기존
입회계약의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기존 입회계약상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만 ‘피고들이 신규 클럽
과 유사한 시설과 입지조건을 갖춘 서울에 다른 클럽의 연회비, 원고들의 입회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연회비를 정할 수 있고, 만약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의 납부 독촉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이를 이유로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상
실을 이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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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기존 시설 및 운영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입회계약
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손쉽게 회원들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남
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판례의 입장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한편 회원
모집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시설 및 운영형태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
하였고, 모집시점과 비교하여 물가상승폭도 상당하였음에도 기존 회원들과의 계
약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입장에서 지나치
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규정을 체육시설법령이나 회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된다.

Ⅳ. 회원권의 소멸시효
회원권의 내용 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이나 입회금반환청
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252)

1. 기간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는데, 통상 골프장 운영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다.253)

2.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먼저 우선적 시설이용권의 경우 골프장 운영
회사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25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253) 엄용표⋅조정익(2017),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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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골
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
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시설
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회원제 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254)
다음으로 입회금반환청구권은 거치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즉시 권리가 발
생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
를 하면서 입회금반환청구를 한 때 비로소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므로 탈퇴의사표시와 입회금반환청구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255)

25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위 판례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
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
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
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5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83 -

제4장 도산 국면에서의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

제1절 논의의 배경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 부담 없이 회원들의 입회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준공 후에는 일정한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
되던 국내 회원제 골프장은 2000년 이후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256) 2007
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257)
신규회원제 골프장은 2014년에는 1개소에 불과하였고, 2015년 이후로는 자취를
감췄다.258)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 신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토계획법상
공공수용을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
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
면하여 대중제로 전환하는 등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259) 2017년 말 기준
대중골프장이 301개소(전년 대비 11개소 증가)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184개소

(전년 대비 12개소 감소)에 불과하다.260)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입회금을 모두 반
환할 수 없는 회원제 골프장은 회생절차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있으며 2018.

4.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회원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43개에
이른다.261) 이렇게 회원제 골프장이 계속하여 도산에 이르게 된 이유는, ① 구조
적으로, 골프장업 자체가 고정자산 취득원가가 높은데 막대한 초기 자금을 회원
권 분양을 통한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다 보니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재정적으로

256)
257)
258)
259)
260)
261)

이석희⋅임재만(2017), 60면.
정지선⋅윤성만(2016), 313면.
정노천(2017).
특히 2013년 이후로는 매년 10개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정지선⋅윤성만(2017), 178면.
서천범(2018), 95면.
서천범(2018), 117-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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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이 커졌고,262) ② 정책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행정지도263) 등을 통해 대중골프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이래 1994. 1. 7. 전부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의 병설의무를 부과
할 수 있게 하고,264)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265) 대중골프장에 비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수익성이
262) 회원제 골프장 기업의 부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차입금의존도,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있다. 강치형⋅신해수(2015), 260
면. 2012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금이 47.7억 원이라 하는데 이는
골프장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에 비하여 너무나 낮은 자기
자본비율이다. 강치형⋅신해수(2015), 262면. 한편 2000년 이후 등록한 회원제 골프장
중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3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 평균 154%, 평균 총부채는 약 1,897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회원권 금액은
914억 원, 회원권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7.4%로 조사되었다. 이석희⋅임
재만(2017), 67면. 한편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총액은 2017년 말 14조 7,809억 원이고,
이 중 입회금은 9조 8,761억 원(66.8%)을 차지하고 있다. 서천범(2018), 116면.
263) 가령 체육부 장관은 1989. 9. 19. 전라북도지사에게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 검
토시 대중골프장 설치 유도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를 동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부지확
보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기금을 내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골프장사업협회로
부터 발급받은 기금 납부를 보장하는 서류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사업계획을 승인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골프장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지침’을 시달하였고, 전라북도
지사는 1989. 12.경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 설치기준을 회원제 골
프장 18홀당 대중골프장 6홀로 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의 ‘골프장 건설 및 운영관리지침’을 정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0구
합2835 판결).
264) 대중골프장 병설제도는 1994년 당시 약 220만 명으로 추산되던 골프 인구에 비하여 회
원권 소지자는 약 3만 명에 불과하고 회원제 골프장수(68개)에 비하여 대중골프장수
(17개)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이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1993), 14면.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게 하는 법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례이다. 정정일(2009), 144면. 한편 최근 대중골프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설의무 등을 규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취지의 체
육시설법 개정안(정부 발의. 2017. 12. 28. 제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65) 개별소비세 부과가 내장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하여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별소비세 일몰제를 2008.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시행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내장객 수가 증가한 반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이나 비수도권 대중골프장은 수익성이 둔화되었다. 오히려 일몰제 적용이 해제된
2011. 1. 이후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인상되면서 만기반환리스크가 증가
하는 등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효기⋅유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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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중골프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266) 전체적으로 회원권 시세가 하락하게
되었으며,267) ③ 외부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경쟁력이 낮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시장가치가 점차 낮아지게 되면서 입회금 반환청구가
급증하게 되었는데도 이미 골프장 건설비용, 세금 등으로 입회금을 소비한 골프
장 운영회사들이 보증금 반환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원제 골프장들은 대부분 수익 향상을
위하여 대중제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대중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68)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운영회사의 도산 국면에서
기존 회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
기되고 있다. 도산 국면에서는 결국 채권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입회계약상의 권리⋅의무라는 회원권의 법적 성격 중
에서 권리 측면, 즉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주로 문제된다.

(2011), 264-265면.
266) 최근 5년간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2013년 28.0%, 2014년 27.5%, 2015년 28.5%,
2016년 29.2%, 2017년 31.1%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2.3%, 2014
년 -4.7%, 2015년 -0.5%, 2016년 -1.0%, 2017년 1.7%에 불과하다. 서천범(2018), 148, 152
면. 한편 2017년 처음으로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18,388,000명)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
객 수(16,174,000명)를 앞질렀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
한 반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2.2%나 증가하였다. 서천범(2018), 137면.
267) 골프회원권 가격은 2003. 1.부터 2008. 3.까지 골프붐이 일면서 2.67배나 급등했는데,
2008년 경제위기 직후 폭락하였다가 2009년 상반기에는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0.
3. 이후로 투자가치가 사라지고 이용가치만 남게 되면서 점차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천범(2018), 169면.
268) 예전부터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였던 미국의 경우 대중골프장의 비율이 약 70%에 이
른다고 한다. 고동완⋅우제철(2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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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생절차
Ⅰ.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
1. 회생절차개시신청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위하여는 회사가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
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이거나 ②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골프장 운영회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 ②의 사유가 있
으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 회원이 골프
장 운영회사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
만,269) 여러 회원들의 채권액을 합산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이 되면 공동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도 있다.270) 다만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을 한 경우 회생절차 진행 이외의 목적271)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상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회생절차개시원인 유무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채무자의 경영판단 범위 내에 속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회생절
269) 반면 최대채권자인 금융채권자나 지배주주는 단독으로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회
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가령,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개시결
정이 있었던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67 사건(제주 호원 더 클래식 골프
앤 리조트), 지배주주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례로 서
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03 사건(버드우드 CC)이 있다.
2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19 회생 사건에서는 청우 CC를 운영하는 삼대양레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인 합계 21억 7,500만 원 상당의 입회금반환
채권자 10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71) 가령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회생
절차개시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후의 회생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이 있을 수 있다.

- 87 -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272)

2. 보전처분 등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청일부터 2~3일 내,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보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보전처
분 시까지 발생한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재산처분행위 등이 금지되므로(채무
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회원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입회금반환채무의 변제도
금지된다. 그러나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
을 막지 못하므로273) 골프장 운영회사가 입회금반환청구 시에 이를 상환하지 아
니한 이상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또한, 회생법원은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이에 따라 회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매절차 등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골프장 신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골프장 시설 등을 담보신탁
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이
고, 위탁자에 대한 도산으로부터 절연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탁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72) 서울회생법원 2017. 3. 28.자 2017회합100035 결정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18.6%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주주들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과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① 재무상태표상
으로 자산초과상태이고, 3년간 큰 변동 없이 회원권 구좌수를 유지해왔으며, 회원들의
입회금반환 요구에 대하여 일시에 전부 반환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 일부 금액씩을
분할하여 계속 변제해왔고, 회원권 분양도 꾸준하게 이어졌다면 파산의 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제2금융권이나 대주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주주들
에게 상당한 액수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
을 조달할 것인지, 임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퇴직금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채무
자의 경영판단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다투
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이 예정한 회생절차개시의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
2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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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74)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신탁채권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공
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골프장 운영회사는 더 이상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고 결국 계속기업가치의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회생절차 폐지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있다.275)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으므로 신청채
권자나 과세관청을 설득하여 절차를 중단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협의과정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의 일부 변제가 불가피하다면 이는 ‘회생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2
조 제2항).276) 다만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보
는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공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의 개시원인이 존재하고, 같은 법 제42조의 개시기
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을 받았던 골프장 운영회사가 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재도의 회생절
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있어서는,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
274) 이러한 담보신탁의 도산절연기능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는 아래 II.의 4.의 가.
의 4)항 참조.
275) 실제로 포천의 가산노블리제 CC 골프장은 출자전환 후 대중제 전환을 하는 내용의 회
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결국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신탁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골프
장 부지 등에 대한 담보신탁의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됨으로써 회생절차가 폐지되
고 회원권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였던 사례가 있다.
276) 과세관청에서는 공매절차를 중지하는 대신 체납된 조세를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된 금액이 지출 가능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회생
절차의 계속 진행을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하
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회생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조세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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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
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277), 특히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실무상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른 회생계획으로 다시 채권자들과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
여 회생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거나 채권자들 전원 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재도
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시결정
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278) 그러나 골프장 회생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의 회원 및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기존 경영진과의 갈등이 있거나 낮은 변제율 등에 대한 불
만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이 부결되어 폐지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규
정 때문에 청산가치가 매우 낮게 책정되기 마련이므로 대중제 전환을 통한 수익
률 개선이 전제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회
생절차 폐지로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원 등
채권자들은 사실상 변제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담보권자
나 신탁수익자 등이 회생절차 진행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궁
극적으로 회생절차가 인가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도
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허용 여부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대표자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가 아닌 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
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
도). 그러나 골프장 회생사건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책임으로 채무자의 재정위기
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는 회원들이 많고 기존
대표자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비대위 측)으로 나뉘어 서로 더 많은 세력을 확보
하려는 위임장 대결이 벌어지기도 한다.279) 특히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는
277)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2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131면.
279) 가령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11 회생사건(떼제베 CC)에서는 채무자 옥산레저 주식
회사의 기존 대표자 측과 사측의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반발하는 비대위 측이 첨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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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표자 측이 기존 회원권을 소멸시키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 대한 변제율을 기대 이하로
책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비대
위 측 회원들의 채권액이 기존 대표자 측 회원들의 채권액보다 더 크거나 기존
대표자가 담보권자(또는 신탁채권자)를 포섭하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채권자집
회에서 기존 대표자 측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280) 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는 초기에 기존 대표자뿐 아니라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 관리인(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찬성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
리인을 선임함이 바람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위 측이 추천하는 후보 중에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
행하고 회원 및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양 집단 간 갈등이
첨예하고 기존 대표자가 회사 측의 이익만을 고수하면서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를 배제하고 제3자 관리인만을 선임하
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281)
게 대립하였다. 옥산레저 주식회사 측은 M&A를 통하여 회원권 채무 변제 후 대중제
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비대위 측은 회원지주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양측의 회생계획안이 모두 수행가능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
리방법들(제출자의 자발적 회생계획안 철회, 제출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회생계획안
의 병합, 법원에 의한 일부 회생계획안의 배제,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중 관계인집회
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고, 양측이 치열하게 위임장 대결을 벌인 끝에
2017. 9. 22. 관계인집회에서 결국 비대위측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사측의 회생계
획안은 부결되었다.
280)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회원들이 회생채권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들이 제시
하는 회생계획 역시 부결되어 결국 회생절차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281) 다만 제3자 관리인만 선임할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효율적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
가 있으므로[정준영(2011), 34면], 관리인 선정과정에서 골프장 경영 및 회생절차 진행
경험이 있는 관리인들을 중심으로 복수 후보자 면접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등 그 선발
과정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편 제3자 관리인 선정절차는 대개 한국경영자
총협회나 한국생산성본부의 법정관리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들 중에서 후보자를 선
택하여 면접평가 등을 거치기 마련인데,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 근무(관리인으로 선
임되면 해당 골프장에 상주할 필요가 있음)하기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많지 않아 후보
자 선정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향후 지방권 근무가 가능한 유능한 관리
인 후보자 풀을 확보하는 것이 골프장 회생사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또 하나의 시급
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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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의 활용
채무자회생법은 제정될 때부터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실
제 이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가,282) 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법은 종전에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을 그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기간의 만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제223조 제1항). 또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
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
록, 관리인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23조 제4항), 사전계획안
이 제출된 경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의 시기
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보는(제50조 제1항 제2호) 등 이른바 한국형 프리패키
지제도(Prepackaged Plan)283)를 도입하였다.
골프장 회생사건의 경우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차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과 회생계획안 수정
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가 잦았다. 때문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자금조달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
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게 하는 위 사전제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282) 심태규⋅이진웅(2018), 62면.
283) 프리패키지제도(Prepackaged Plan)는 1978년 미국 연방파산법에서 명시된 이래 1980년
대 이후 미국의 회생절차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었는데, ① 회생계획안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업가치의 훼손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고, ②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가능성이 통상의 회생절차에 비하여 높으므로 법적 경영
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수근(2004), 289-290면.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의 프리패키지제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한 49개 기업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① 직접비용(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지출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계획안 마련단계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패
키지제도를 이용한 기업들과 전통적인 회생절차(Chapter 11)를 이용한 기업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② 회생절차 개시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은 프리패키지제도 이용
한 경우 평균 2.5개월(중간값 1.7개월)로 평균 25개월 정도 걸렸던 전통적인 회생절차
에 비하여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rian L. Becher(199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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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잡한 채권자 구성 때문에 채권자들 간의 통일적 의사형성이 어려워 채무
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반기업들과 달리, 회
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 구성이 금융기관과 회원들로 비교적 단순
하게 이루어져 있어 회원들 대표기구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만 성사되면 곧바로
위 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이다.284) 서울회생법원은 레이
크힐스 순천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레이크힐스순천에 대한 회생사건
에서 최초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활용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2018. 3. 5.)
부터 불과 47일 만에 회생계획인가결정(2018. 4. 20.)을 하여 소요기간을 획기적
으로 단축하였다.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는 정식의 회생절차보다 시간과 비
용이 절약되는 법원외(Out-of-court) 구조조정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외 구조조정절차의 단점을 보완
하여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285)
다만 채권자 목록과 채권의 내용이 정보개시서류(disclosure statement)에서 누락
되어도 채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미국과는 달리286)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채권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절차 단축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권
리가 부당하게 실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
고,287)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대표이사, 담보권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상
호 간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84)
285)
286)
287)

최효종⋅김소연(2018), 18면.
Charles Jordan Tabb(2016), 1129면.
오수근(2004), 294면,
골프장 운영회사는 회원 명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고지를 하
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회생법원에서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표이사
에게 이를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bankrupcycourt)를 개설하여 주
요 회생사건에 대한 정보(회생절차 개요, 일정, 주요 문건 및 결정문 등)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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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 전 단계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회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
다.288)

i) (연회비납부의무가 없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계약은 입회금의 납
부와 회원권(골프장 우선적 시설이용권)이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입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골프
장 운영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된
다.289) 다만 미납된 입회금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미납된 입회금 납부의무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290)
28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289) 반면 입회금을 납부하였다면 입회금납부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입회계약을 더 이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 탈퇴 및 입회금
반환청구를 한 상태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골프장 운
영회사의 입회금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위 각 채무가 쌍무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므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29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96325 판결은, A가 입회금이 125,000,000원인 골프클
럽 회원권에 관하여 회원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중 124,999,000원을 납입한 상태에
서 회원증을 발급받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 B가 골프장 운영회사의 입회
승인 아래 A의 입회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면서 미납된 입회금 1,000원을 납입하였는데
관리인이 이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아 B가 취득한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
류한 사안에서, “미납된 입회금 1,000원은 전체 입회금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
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1,000원의 지
급의무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할 피고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
는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B가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계약이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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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회원제 골프장과 소멸성 입회금납부의무가 있는 연회원제 골프장의 경
우, 연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연
회비의 납부의무와 골프장 운영회사의 우선적 시설이용제공의무는 상호 대가관
계에 있으므로, 그 입회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291)

iii) 한편 연회비납부의무가 있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은 납
부하였으나 연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되면 입회계약 전체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게 되면 (관리인이 이행선택
시) 입회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이 되어 연회비납부의무가 없는 예탁금회원제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예탁금계약과 회원계약을 분리하여 예탁금을 이미 납부한 예탁금계약
은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고, 회원계약만 연회비납부의무와 시설이용의무가 대
가관계에 있는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② 우선적 시설이용권 취득은
예탁금 납부로 성립되었고 연회비납부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미이행
쌍무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②설이 다수설과 실무라고 한
다.292) 그러나 입회금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된(executed) 이상 이는 미이행된

(executory) 연회비납부의무와 함께 취급될 필요는 없고,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
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회원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 사안에서의 미납된 입회금 납부의무는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만일 미납된 부분이 상당하여 골프장 운영회사가 골프장 우선적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91) 미국의 회원제 골프장은 입회비(initiation fee. 이는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기
도 한다)뿐 아니라 연(월)회비를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경우 위 계약은 이행된 부분(회원권의 취득, 입회비 납부의
무)과 미이행된 부분(회원의 연회비 납부의무, 골프장 운영회사의 시설이용제공의무
등)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both executed and executory contract)의 성질을 가진다. In re
Magness, 972 F.2d 689, 692 (6th Cir. 1992).
일본 최고재판소도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회사의 시설이용의무와 회원의 예탁금
지급의무(연회비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연회비 지급의무도 대가관계의 일부가 될 수
있음)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最判 2000(平成12). 2. 29. (民
集 54巻 2号 553면)
292) 박용석(2016),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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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293) 이미 이행된 입
회금납부의무가 미이행된 시설이용의무에 대한 담보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또한 회원권 유지의 대가인 연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골프장 운
영회사는 우선적 시설이용의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
제에 부합하므로, 입회금 납부만으로 완전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취득하고 연
회비납부의무는 단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소 기
교적이기는 하나 ① 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
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

119조 제1항).294) 그러나 입회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행을 선택할 경우 위 회원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
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

179조 제1항 제7호, 제180조 제1항) 다수의 회원들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
야 하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절차 밖에 있는 회원을 늘리는 것은 다른 회원들
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회원을 만드는 것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의 선관주의의무(채무자회생법 제82
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탈
퇴하여 입회금반환청구를 한 회원들은, 엄밀히 따지면 입회금반환채권자에 해당
29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294) 물론 계약의 ‘해제(해지)’와 ‘이행’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do nothing)’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Charles Jordan Tabb(2016), 792면. 이 경우 상대방은 해제나 해지 또
는 그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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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더 이상 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295) 따라서 회생채권의 범위를
고려할 때 반환청구일 이후의 지연이자가 회생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296)

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회원권의 회
생채권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면,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거나, 비금전채권이라도 상관없다.297) 따라서
① 아직 입회금반환채권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②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비금전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적 시설이용권 역시 회생채권으로 보
는 것에 문제가 없다.298)
나아가 체육시설법 제27조 등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
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
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회생담보권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이 한
295) 김장훈⋅홍정호(2017), 55면도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회원들은 입회금 반환채권과 회
원의 지위를 겸유하는 일반 회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
218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296) 다만 회생채권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회원들과 사이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4.의 나.의 4)항 참조
29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
하고,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
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
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298) 골프회원권에는 금전채권적인 측면 외에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
금전채권의 측면도 있으나 이는 정리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회원권의 내용 중 입회금반환청구권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5. 1. 13.자 2014라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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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들고 있는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회생채
권설299)과, 골프장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필수시설이 경락되
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회생담보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생담보권설300)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체육시설법상 승계조항이 있다고 하여 회원들에게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닌 데다가,301) 체육시설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절차로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회원권 지위에 대한 승계도 인
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례 역
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의 자산으로부터 입
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회원의 입회금 반환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
항 제3호의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302)

라. 도산해지조항의 인정 여부
한편 입회계약 내에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원에
게 입회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한 조항

[이를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303)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러한 도산해
지조항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
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
299)
300)
301)
302)
303)

김장훈⋅홍정호(2017), 55면.
박용석(2016), 89-90면.
김장훈⋅홍정호(2017), 55면.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도산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 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도산 원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
나 당연히 해지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형으로 도산해지조항
외에도 도산해제조항, 도산해제특약, 도산실효조항, 도산조항 등 다양한 명칭의 조항
들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권영준(2018), 750-7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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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
시한 채 도산해지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
를 낳고 상대방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회생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채무자회생
법 제1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도
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
다.304)
이에 관하여 학설은 (특히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데, 해지조항을 기재한 채권자들만이 다른 제3자보다 우
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관리하에 들어가야 할 재산을 특정의 채권자가
사전에 탈취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형평 도모와 이해관계인간의 이해
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을 재건하려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305) 도산
절차의 회피와 이탈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해지조항을 허용하게 되면 다수 이해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제도의 목
적이 훼손된다는 점306) 등을 논거로 한다.
생각건대,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 외의 일반적인 회생사건에서 위와 같은 대
법원 판례나 학설의 논의(적어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규정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함)가 타당함은 별론
으로 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계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입회금이 이미 납부된(이미 이행된) 계약의 경우, 우선 입회계약이 해지

30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305) 임지웅(2010), 37면 각주 26).
306) 오민석(2009), 8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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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회생채무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불리하지 않
다. 입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입회금반환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어차피 실무상 입회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회생채권액을 기본적으로 입회금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개시
후 이자는 일반적으로 면제되므로 회생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회생채권액에 차
이가 없다. 나아가 회원제 골프장은 회생절차 내에서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회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회원권이 소멸되면 신속한 대중제 전환
에 유리하므로(특히 자동해지조항을 약정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회생의 목적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307)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전에 골프장
회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조항을 넣기는 하지만, 인가 여부는 불분명한 것이고
인가 전까지는 회원권 소멸의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행정관청에서 입회금반환채무의 현실적 이행이 있을 때까지 대중제 전환
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② 입회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도, 입회계약
이 해지되는 것이 회생채무자인 골프장 운영회사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도움
이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앞서 가.목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선택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도
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취지를 몰각할 위험이 없기 때문
이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 관리인이 해지권 행사를 해태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입회계약 중
입회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비임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임치는 임치
물을 수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실효된다’
307) 미국 연방파산법 제365조(e)(1)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미이행쌍무계
약 등 일정한 경우에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그렇지 않으면 해제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관리인이 인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무자의 도산재산을
보호 및 증식하려는 데 있다. Michael J. DiGiennaro and Herley J. Goldstein(2003), 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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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한 민법 제702조, 제599조가 회생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더라도, 적
어도 그 취지는 회생절차에서도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308)

2.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및 회생채권의 신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제출기
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회원들에 관하여는 회원
명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하면 될 것인데, 목록의 기재내용
대로 권리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권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309) 나아가 계속 중인 입회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채
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310)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신고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한편 회원권의 권리 측면에는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이 모두 포함되는데, 비금전채권311)인 우선적 시설
이용권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만 입회금반환채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채권
신고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입회금 액면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312)

308) 미이행쌍무계약 중에서 대출계약이나 증권발행 계약 등 금전소비대차나 그에 준하는
금융계약에 대하여는 미국 연방파산법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한민(2011), 70면.
3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483면.
310)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311) 비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37조).
312) 富永浩明⋅三森 仁(2012), 205면(三山裕三 집필부분). 우리나라의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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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의 조사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존
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을 검토⋅확정하게 된다.
먼저 회원권 양도 시 양도의 효력이나 양수인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과 상관없이 골프장 운영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회원의 지위에 있는 데다가, 관리인이 양수인의 회원권을 시인
하여 확정되어 버리면 회생절차 내에서는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관리인은 일단은 이의를 하되, 추후 관련 소송에서 양수인의 권
리가 인정되는 등으로 권리가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의를 철회하여야
한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회원권의 양수인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
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설령 회생채권 신고 당시 회원으로 신고
하였다가 이후 탈퇴권을 행사하여 입회금반환채권자가 된 경우라도 채권자표에
기재된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이 동일하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입회금반환
채권의 조사확정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313)
다음으로 시인액의 범위에 관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
할 것인지 문제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원의 지위에 있는 회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개시 전에 탈퇴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한 탈퇴 회원의 경우 개시 전후
를 불문하고 일단 지연손해금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18
조 제3호)314) 원칙적으로는 이자채권을 포함하여 시인하여야 한다[만일 회원이
입회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자채권까지 포함된 금액에 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라면 채무자는 재심의 소 등의 방법
이외에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도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315)
3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563면.
314) 다만 개시 후 지연손해금은 개시 전 지연손해금과는 달리 회생계획에 있어 열등하게
취급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2호).
315) 다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들과의 형평 문제는 아래 4.의 나,의 4)항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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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안의 작성의 기본원칙
가. 공정⋅형평의 원칙
1) 의의 및 내용
공정⋅형평의 원칙이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각 호의 권리의
순위(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일반 회생채권, ④ 잔
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일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의미에 관하여는 절대우선설과 상대우선설이
대립하고 있다. 절대우선설은 우선순위가 다른 각 권리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의
권리자가 완전하게 만족을 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
을 금지하는 견해이고, 상대우선설은 선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
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해석하는 견해로,316) 두 견해의 가장 큰 차이는 절대우선설이 각 권리자에게 부
여되는 권리의 양을 기업가치의 틀 속에서 구함에 대하여 상대우선설은 그러한
틀을 사용하지 않는 데에 있는데,317) 미국 연방파산법이 기본적으로 절대우선설
의 입장에 있는 것과는 달리318) 우리나라의 실무는 상대우선설을 따르고 있다.
3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604-605면.
317) 임치용(2004), 385면.
318) 그러나 절대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① 그 전제인 계속적 기업가치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② 주주(경영진)가 신 기업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경영진
이 특별한 노하우나 기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건기업의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며, ③ 법원이나 당사자를 불필요하게 속박하고, ④ 기업의 평가를 둘러싼 소송
을 초래하여 재건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며, ⑤ 상위의 권리자도 재건절차에 있어서
응분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고, 현행 미국 연방파산법은 이러한 비
판을 수용하여 절대적 우선의 원칙을 완화하여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하여
계획안의 권리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상위권리자
에게 권리의 전액을 보상하지 아니하여도 하위권리자가 이익을 향수할 수 있게 되었
다. 임치용(2004), 390-392면. 따라서 미국은 모든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여 회생계
획을 인가할 경우에는 공정⋅형평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강제인가(cram-down)
를 할 때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604면.

- 103 -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생각건대, 회생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절대우선설은 상위권리
자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화해적 해결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319)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의 문언 역시 ‘권
리의 순위에 따라’가 아니라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라고 규정하여 상대우선설
에 부합하며,320)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우선설이 타당하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과 같이 채권
의 성질상 담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채권자들 역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도 있다. 그러나 상대우선설을 취하더라도 상
위권리자의 하위권리자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 회원권의 권리순위
먼저 회원권을 회생담보권은 아니더라도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골프회원권의 채권성과 소비임치금의 성격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321)도 있으나,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란 민법⋅상법 등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채권으로 가령 회사 사용
인의 우선변제청구권(상법 제468조), 특별한 적립금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권(보
험업법 제32조, 제33조) 등을 의미하는데322)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
을 규정하는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회원권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보
더라도 평등의 원칙은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같은 회생채권 내에
서도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일반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319) 미국은 기업가치의 산정과 배분방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자율적이고 탄력
적인 토론과 협상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과 달리 채권자들의 참여나 협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사회적⋅법문화적 특성상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
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문경(2015), 38면.
320) 김재형(2006), 25면.
321) 심천보⋅김종서⋅장희순(2014), 387면.
3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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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담보권자와의 차등
회생담보권자(가령 골프장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 따라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상대우선설에 따를 때,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근저
당권을 설정받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원들을 포함한 회생채권자보다 변제율이나
변제기간 등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이 우위에 있다면 반드시
담보권자에 대하여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회원들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게 된다.323)

4)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와의 차등
한편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그 담보로서 저당권 대신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324) 담보신탁의 담보기
능에 비추어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할 것인지 문
제된다.
긍정설은, ① 도산법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시되는데 담보신탁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담보이고 권리이전형 담보라는 점에서 유사한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을 유추할 수 있고, 회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우선수익자에게
회생 또는 청산을 임의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32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와 달리) 회생담보권자와 (회원을 포함한) 일반 회생
채권자 사이에서는 담보권자의 변제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서 절대우선설에 가깝게 실무가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면 상대우선설의 특징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324) 부동산담보제도로서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저당권 자체만
을 유통시킬 수 없고, 그 실행이 경매의 방법에 의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
며 경매대금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 단점이 있는 반면 부동산담보신
탁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수익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실행을 임의매각방법에
의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각대금도 경매대금보다 일반적으로 높으며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임의매각을 하므로 매각대금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고 담보목적의 신탁등기임이 신탁원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장
신탁법연구회(2016), 580-5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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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325) ②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담보신탁과 동일한 deed of

trust는 신탁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신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보신탁
의 도산절연을 부인하고 있는 점,326) ③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을 구별하여 타익신
탁 형태의 담보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권은 위탁자의 회생절차로부터의 절연을
인정하는 반면, 자익신탁 방식에 의해 위탁자가 일단 수익권을 취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회생절차로부터의 절연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거래행위의 외관 내지 형식론에 치우진 것이라는
점327) 등을 근거로 든다.
부정설은, ①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라 수탁자의 소유이
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채
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는 점,328) ② 도산절
연의 효과는 담보신탁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고 신탁 특유의 성질로서 신탁의 도
산절연효과는 신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담보목적의 신탁이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이 아닌 점,329) ③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직접 소유
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325) 윤진수(2018), 723-724면.
다만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담보신탁의 도산격리성이 회생절차에 차
질을 일으킬 위험은 다른 회생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위와 같은 위험
은 결국 회생절차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지는 무제한
적인 파산적 청산에 대한 선택권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규정 때문에 우선수익자가 파산적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
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파산절차에서 골프장이 경매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
면 파산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에 의할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통해 회원권을 입회
금 원금보다 훨씬 낮은 변제율로 일괄조정하여 소멸시킬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
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도 원칙적으로 실권시키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회원
권 리스크를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 인수인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한 파산절차에 의할 때보다 변제재원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
자는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든,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든) 회원들에 비하여 우위에 있
으므로, 우선수익자로서는 회생절차 대신 파산적 청산을 선택할 유인은 거의 없을 것
이다.
326) 함대영(2010), 78면.
327) 광장신탁법연구회(2016), 606-608면.
328) 나청(2016), 156면.
329) 이중기(2007), 5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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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전하고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담보로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인 수익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 앞으로 직접 이전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차
이가 있는 점330) 등을 근거로 든다.
대법원 판례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은 대내외적으로 채무자 회사 소유
의 재산이 아니라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금융기관이 위탁
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
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
정설의 입장이다.331)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 회생담보권의 종류 중에
담보신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332) 따라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역시 회생담
보권자로서 회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상대적 우위에 있게 된다.
① 담보신탁에 있어서 도산격리기능이 어느 경우에나 양보될 수 없는 절대
적인 원칙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생절차에서는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
인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실질을
중시하여 유사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333) 현재
330) 이계정(2017), 103면.
331)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332)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담보신탁의 도산격리성이 확립된 법리로 받아들여졌던 기
간 동안, 담보신탁의 도산격리기능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해왔는데[이중기(2013), 662면], 도산
격리성이 부정된다면 향후 담보신탁제도의 효용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적 안정성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고[한민 교수는 이를 ‘법적 안정성’과 ‘권리의 실
질에 대한 공평한 이해관계 조정’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 박
준⋅한민(2018), 263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대하여 영국 귀족원 판례에서 인정된 바 있는 ‘장래적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 법리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윤진수(2018), 740면.
333) 윤진수(2018), 729면.
설령 현재의 판례 입장과 같이 부정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도산격리기능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i)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ii) 계속기업가치가 청
산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iii) 채무자가 위탁한 후 이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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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익신탁을 설정한 후 위탁자가 자신의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담보 목
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담보 목적으로 타익신탁을 설정하여 바로 채권자에게 우
선수익권을 제공한 경우’를 달리 보아 전자는 도산절연을 부정하면서334) 후자에
만 도산절연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익권의 부여가 위탁자의 의사를 반영한 신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335) 한편 이미 소유
권유보부 매매336)나 양도담보의 경우 역시 실질을 중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취
급되고 있는바 담보신탁에서만 이들과 달리 실질보다 형식만을 중시해야 할 특
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현재 대법원 판례 하에서도 이미 회생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인
것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고 있고, 담보신탁재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한
합의337)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보신탁재산이 담보하는 부분의 청산배당률을 회
재산에 관한 환가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신
탁의 실행을 제한하는 프랑스 상법 L622조의 23의 1(“신탁재산에 존재하는 물건 또는
권리가 위탁자인 채무자가 그것의 사용 또는 이익을 얻게 하는 합의의 대상인 경우, 절
차의 개시, 재건계획의 채택, 또는 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만으로
는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되게 이러한 물건 또는 권리가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
다. 이 금지에 위반하는 양도 또는 이전은 무효이다”, 윤진수, 위의 글, 717면)에서 차용
한 요건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담보신탁제도는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재산은 기업으로
부터 빼앗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회생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하면서 신탁재산이 기업활
동에 필요하지 않거나 기업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재판상 청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다른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간편하게 그 담보를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정태윤(2012), 997면.
33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335) 박준⋅한민(2018), 260-261면.
336)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
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
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
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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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담보권자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며,338) 회생계획 인가 시에도 신탁채권자
에게 회생담보권자에 준하는 변제조건이 인정되고 있다.
③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의 체육시설법 제27조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담보신
탁의 도산격리성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승계설의 입장을 취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일관한다면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승계설을 취하면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여전히 회생채권자
로만 인정한다면 담보신탁을 설정한 당사자들의 의사(실질적인 담보권 설정)와
도 맞지 않고, 우선수익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약화되어339)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
가 있다.

5) 임금채권자와의 차등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되고, 근로자는 종전의
관리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관리인은 사
용자로서 회생절차개시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40) 한편 기존에 골프장 운영회사에서 체불되었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채권의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
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
337) 현재 실무에서는 회생절차 중에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신탁채권자들로부
터 신탁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것이며 우선
수익권 행사, 즉 공매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채권자들의 권리실행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지(특히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그에 위반된 처분행
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338) 나청(2018), 21면.
339) 일반적으로 도산국면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순위를 ① 도산절연되는 채권자, ② 회생
담보권자, ③ 회생채권자로 본다면, 승계설과 회생채권자설을 동시에 취할 경우 담보
신탁의 우선수익자는 갑자기 1순위에서 3순위로 지위가 격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는 위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른 결론(회생담보권자로
취급)에도, 반대의견에 따른 결론(도산절연되는 채권자로 취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40) 엄주천(2013),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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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 따라서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 등은 당연히
회원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나. 평등의 원칙
1) 의의 및 내용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채무
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평등’하다는 것은 금전채권의 경우 변제율이나 변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 등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것을 의미
하고, 비금전채권의 경우 목적인 급부의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금전채권
과 사이의 평등을 말한다.341)
한편 위 조항에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
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

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
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
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342) 이하에서는 회원과 다른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합리적인 차등이 문제
되는 경우들을 살펴본다.

2)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와의 합리적 차등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우선수익자를 회생채권자로 보더라
도, 회원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보다 더 우월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담보신탁
3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611면.
342)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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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
는 이상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골프장 영업에 필수적인 골프장시설에 대한 처분
을 요청할 수 있고,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실질적으로 담보권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343) 특히 우선수익자의 요청
으로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더 이상 회생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된다는 점344)을 고려하면 회생절차 내에서 우선수익자를 일반 채권자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345) 대법원도 ‘골프장 영업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수익자로부터 신탁계약상의 권리포
기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
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수익자의 회생채권을
회원들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변제조건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
다’고 한다.346)

3) 일반 회생채권자들과의 합리적 차등
반면 회원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
원을 일반 회생채권자들보다 우월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① 체육

343) 다만 승계설을 취한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실제 신탁공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344)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자신에 대한 현금변
제율이 100% 일시변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우선수익자의 의사에 의하여 골프장 부지 등 신탁부동산이 매각⋅처분될 수 있고 이
경우 위 회생계획안은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다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자 2015회합
100282 결정 참조).
345) 실제 회생절차에서 신탁채권자는 회원들보다 높은 변제율을 인정받고 있는데, 최근 주
요 회생사건에서의 신탁채권자와 회원채권자의 현금변제율 차이에 관한 사례는 다음
과 같다. 최효종⋅김소연(2018), 13면.
가산노블리제
신탁채권자 48.38%
회원채권자
0%

안성Q
67%
17%

아델스코트
50.4%
10%(쿠폰)

346)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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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법이 영업양수인 등에게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권리를 특
별하게 보호하는 입법 취지는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
도 여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347) ②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4호는 평등
의 원칙의 예외로서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
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거래 회생채권자들이라고 설명되었는데348)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 상거
래 회생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는 기존
의 상거래 회생채권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349) 회
원제 골프장에서 회원들 역시 개인이 거액의 무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중제 전환을 성사시킴에 있어 회생채권자들의 회
생계획 인가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도 향후 골프장 운영 및 정상적인 매출을 위하여는 수익창출의 기반인 고객인 회
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350) 상거래 회생채권자
와 마찬가지로 위 제4호에 따른 평등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회원과 상거래 회생채권자가 모두 채무자회생법상 평등의 원칙
의 예외에 해당하는 이상, 회원이 상거래 회생채권자에 대하여까지 우위에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351)) 대법원도 ‘회생계획에 회원들의 회원 지위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권의 특수
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회원권의
347)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3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613면.
349) 이러한 이유로 2016. 5. 29.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의 거
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상거
래 회생채권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350) 회원은 골프장의 채권자이자 골프장 수익 창출 기반이 되는 고객으로서 회원 다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골프장 사업의 전제이자 조건이다. 富永浩明⋅三森 仁
(2012), 202면(三山裕三 집필부분).
351)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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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352)

4) 회원 상호 간의 합리적 차등
같은 종류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계약기간 내에 있는 회원들 사이에 차등을 둘
수 없음은 평등의 원칙상 당연하다. 반대로 일반회원권, 주중회원권 등 다른 종
류의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 상호 간에는 그 실질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353)
한편 회원들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탈퇴하여 입회금반환채권자가 된 탈
퇴한 회원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현재 일반적인
352)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위 결정은 금융기관 등 일반 대여금 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1%만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확정 보
증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0.47748%만을 현금으로 변
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일반 대여금 채권자 등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회
생채권에 비하여는 우월한 변제조건을 정하였다면, 회원들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차별화된 변제조건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차별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미흡
하여 회원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353) 서울고등법원 2018라20303 사건에서는, 입회금 4억 원인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회원
중 일부가 입회금을 1억 원으로 감축하는 대신 우대된 시설이용권(주말부킹 보장, 동
반자 회원 우대 포함)을 부여받았음에도 회생계획에서 ‘전환약정을 체결한 회원이 가
진 시설이용권’과 ‘전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이 가지는 시설이용권’ 사이에 차이
를 고려하지 않고 입회금액만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시설이용권을
소멸시킨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의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은 별개의 회생채권인바 각 회
원들이 가지는 시설이용권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그 차이를 다른 회생채권
인 입회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골프장 시
설이용권을 입회금반환채권에 수반되는 비금전적 권리로 볼 경우에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각 회원의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시
설이용권의 내용상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권리변경을 가하였다고 하더라
도 회원들 사이에 시설이용권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회생계획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입회금반환채권 부분에서는 차이를 둘 수 없다
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입회금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서 기존의 시설이용권보다 우대
된 시설이용권을 취득하게 된 점, 시설이용권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약정을 체결한 회원’의 회생채권을 ‘전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
의 회생채권과 동등한 정도로 인정해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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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실무는 양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모두 회원으로 보아 입회금액을 기준
으로 회생채권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탈퇴한 회원에 관하여는, 이미 탈퇴한 이상 입회금반환채권자에 불과하
고 더 이상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입회금반환청구를 하였다면 골프장 운영회사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
므로 탈퇴한 회원의 회생채권액에는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 상당액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만일 변제율이 같다면 탈퇴한 회원들은 입회금 원금만 받게 되는
회원들에 비하여 지연손해금 상당액만큼 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가 정당한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회원을 탈퇴 회원보다 권리변경의 정도
에서 우월하게(적어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
된다(이를 위하여 애당초 조 분류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① 회원들은 향후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파산의
위험을 안고 회원제 골프장에 남은 자들로서, 골프장이 수익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계속하여 골프장을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불하였기 때
문이라는 점에서 탈퇴 회원보다 이들이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은 실질적 형평에
어긋난다.354)
② 회생계획에 회원들에 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회원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355) 여전히 회원의 지위에 있는 회원들을 일반회생채권자에 불과한
탈퇴 회원들보다 우월하게 취급하는 것이 회원권의 특수성 존중이라는 측면에도
부합된다.
③ 더구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탈퇴 및 입회금반환청구를 한 회원들은 입회
금 원금에 더하여 지연손해금까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그럼에도
입회금반환청구 이후에도 실제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계
속하여 시설을 이용하면서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356)), 만약
354) 富永浩明⋅三森 仁(2012), 207면(三山裕三 집필부분).
355)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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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 등을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오히려 회원으로 남은 회원들보다 탈퇴한 회
원들이 더 큰 금액을 변제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357)
④ 회생의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회원제 골
프장의 회생절차에서는 원활한 대중제 전환을 위하여 회원들에 대한 우월적 취
급을 통하여 회원권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⑤ 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먼저 입회금반환청구를 할
수록 회생절차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은 재정적 위기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가 있다.

5) 회원의 권리순위 및 차등의 방법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가 진
행될 때 각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우열을 정리하면, 결국 [공익채권자 > 회생담
보권자(=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 회원 > 회원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자(탈퇴한
회원 포함)] 순이 된다.
각 순위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변제율이나 변제시기를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358) 회원은 금전적 이익뿐 아
356) 한편 이와 같이 골프장시설이용권이 소멸한 회원들이 대부분 관행적으로 골프장시설
을 회원과 같이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회원들 사이에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점, 대중제 전환 회생계획에 있어서 골프장시설이용권이 인가 직후 회생계획안상 ‘전
액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회원과 같은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골프장시설이용권에 대한 한정적 유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골프장시설이용권이
소멸된 회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에게 골프장시설이용권을 보장해주는 것인 점 등
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나청(2018), 11면. 그러나
위와 같은 한정적 유지 조항의 취지는 회생계획에 따라 입회금반환채권을 실제 변제
받기 전에 회원권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담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회원과 탈퇴 회원의 법적 지위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므로 탈
퇴 회원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탈퇴회원들의 회원권이 부활한 것으
로 보기도 어렵다.
357) 위와 같이 사실상 회원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이들에게 개시 전 이자까지 합한 더 큰
금액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장훈⋅홍정호(2017),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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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설이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중시하는 채권자라는 점에서 변제율의 극
대화만을 추구하는 금전채권자들와 차별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359) 변제재원이
부족하기 마련인 회생절차에서 회원들에게는 회생채권 일부를 쿠폰지급으로 변
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한정된 변제재원으로 이해관계인들 모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고 변제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360) 다만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이라면 시설이용권에다가 일반 이용객들과 차별되는 우선권을 보
장하는 등으로 회원의 지위를 사실상 유지하는 방식의 변제방법은 대중제와 양
립할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수행가능성
1) 의의 및 내용
회생계획인가를 위하여는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361)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
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이다. 간혹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에 급급하여 무리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
358) 가령 입회금반환채권은 88% 출자전환, 10% 현금변제, 2% 선불쿠폰으로 변제하되, 다
른 회생채권은 82% 출자전환(무상소각), 18% 현금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도, 입
회금반환채권은 출자전환된 주식이 소각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
다고 볼 수 없어 공정⋅형평의 원칙(정확하게는 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
인다)에 위반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6. 9. 1.자 2016라20197 결정).
359) 富永浩明⋅三森 仁(2012), 49면(綾 克己 집필부분).
360) 다수의 회원 상호 간에도 각자 회생절차를 통하여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그런데 회생절차 외에서는 기존 대표자나 비대위 측의 일부 회원 또는 외부의
세력이 주도하여 특정한 입장만을 강조하는 등으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회생절차 내에서 관계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채무자회생법 제98조), 관계인설명회(채무자회생법 제98조의2) 등의 절차를 통하
여 법원의 감독 아래 다양한 유형의 회생계획의 내용이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
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361)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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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회생법원으로서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작성 단계부터 자금
조달과 변제계획에 관하여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362)

2) 유의점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
안의 경우 대중제로 전환되면 매출액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영업활동
을 통한 변제자금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근 지역의
대중골프장의 실제 매출액 추이 등을 참고하여 매출을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
고, 그 밖에 대중제 전환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들, 가령 대중제 전환을 위한 체
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363) 동안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점,364)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채무 변제에 갈
음하여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되는 쿠폰 매출액만큼은 골프장 예상 매출액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 의의 및 내용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
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만이 아니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도 충족되어야 한

3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309-310면.
363) 행정관청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364) 대전지방법원 2017. 4. 3.자 2015회합5052 결정은, 채권자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영업현금흐름은 2015. 7.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는 가정 아래
작성된 것인데 현재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회생계획안의 영업
현금흐름 추정은 타당성이 없고, 그 밖에 50억 원의 자금차입도 실현불가능하다는 등
의 이유로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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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5)

‘청산가치’의 의미에 관하여 재판예규366)와 대법원 판례367)는 ‘해당 기업이 파
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
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토
지나 건물 등 유형자산의 경우 실사가치를 바탕으로 통상 해당 지역 법원경매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며,
그 실사가치의 감정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다.368) 한편 반드시 분리매
각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파산실무상 재산의 일괄매각이나 영업양도
가 있을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92조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청산가
치 산정 시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69) 생각건대,
채무자회생법이 일괄매각에 의한 환가를 허용하는 이상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분리처분만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한정한 것에는 의문이 있다.
특히 골프장을 경매에 부칠 경우 매수인 역시 마찬가지로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일괄매각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2) 담보신탁된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여부
담보신탁된 골프장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위탁자
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할지 문제되나, 담보신탁 역시 실질적
으로 회생담보권으로 보는 이상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청
산가치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설령 담보신탁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지
3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a), 617면.
366)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9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① 법 제222조 제1항, 제286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
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의 가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의 평균 매각
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67)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368) 나청(2016), 163면.
369) 오수근(2007), 428-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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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수행할 의무
를 부담하는 자로 그 법률적 소유권의 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적인 관점에서
는 이를 수탁자의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
유권은 형식상 수탁자에게 있지만 위탁자는 후순위의 수익자로서 채무불이행 등
환가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한 후에도 여전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귀속자로 판단되는 점370) 등에 비추어 담보신탁된 골프장은
위탁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
고,371) 실무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회원제 골프장 청산가치의 구체적 산정 기준
한편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청산가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견해
가 대립한다. 먼저 골프장 기준설은 골프장으로 이용됨을 전제로 실사가치를 산
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①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조사하는 재산가액은 채무
자의 영업 계속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에 의하여야 하는데,372) 위 재산가액을
청산가치의 산정 시 기준 가액으로 보는 것이 같은 회생절차 내에서 일관되고 논
리적인 점, ② 실무상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의 청산가치 산정은 ‘입찰절차
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왔는바 골프장 관련 자산을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임야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을 공제한
370) 남동희(2011), 28-32면.
371) 나청(2018), 20면.
372) 채무자회생법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
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
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
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
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
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
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는 채무
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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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청산가치가 0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생절차에 들어온 골프장 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례가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
다.373)
임야기준설은 임야 등 개별 토지로 분리⋅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①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규정 때
문에 경매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바, 파산적 청산시 골프장으로 이용됨을 전제로
경매로 인한 환가절차가 실현되기가 실제 불가능한 점, ② 청산가치의 산정은 채
무자의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가치의 산정에 있어서의 자
산의 가액과 언제나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골프장 가액을 실사가치로
할 경우 회생절차에서 대부분 청산가치 미보장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374)375) ④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라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입회금반환채무
를 승계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채무는 매수대금에서 공제되어 청산가치가 하
락할 수밖에 없는 점376) 등을 논거로 한다.
절충설은, 임야기준설을 취할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거의 대부분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인가전 M&A에 있어서 골프장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의가 있어 기초가격은 체육시설로 평가하되 임야낙
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견해이다.377)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들은 각각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 기준설은 골프
장으로 경매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규정에 때문에 청
산가치가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무엇보다 골프장 기준설에 의하면 대부분의 골프장이 계속기업가치보
다 청산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373) 이종민(2013), 10-11면.
374) 이상의 논거는, 나청(2016), 164-165면.
375) 반면 임야기준설을 취할 경우 언제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회생절차가 중도에 폐지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김장훈⋅홍정호(2017), 53면.
376) 서울고등법원 2016. 7. 27.자 2016라20033 결정(대법원 2016. 11.4.자 2016마5654 심리불
속행 기각)
377) 나청(2018), 33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40 (주)선운, 2016회합100060 광룽레
저개발(주) 사건 등 일부 회생절차에서 실제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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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회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한
편 임야기준설은 파산적 청산에 의하여 골프장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취득하여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래의 실제에 가깝고(골프장 부지를 일반
임야로 처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배치되고,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계속기
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사실상 유
명무실해지는 문제가 있다. 절충설은 역시 기초가격의 기준과 평균낙찰률의 기
준을 달리 보아야 할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
치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일반적인 회생사건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승
계규정 때문에 계속 영업이 전제되지 않는 자산 매각을 상정하기 어렵다(실제 경
매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파산적 청산이 불가능하고, 도산국면에서 사
실상 회생절차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인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청산가치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 산정이 필요하다면 골프장 기준
설을 취하고 승계되는 입회금채무를 공제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설령
그에 따른 가액이 0에 수렴하더라도378)) 오히려 현실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379)
378) 만약 골프장의 가치가 입회금반환채무액을 초과하여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골프
장 기준설이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379) 한편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비승
계설을 취한다면, 회원제 골프장 청산가치 산정방법으로 ｢① 실사가치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황기준 원칙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이용 현황대로 산정하되, ② 낙
찰가율을 신탁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대중골프장의 매각사례를
제외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파산
절차에서의 골프장으로서의 경매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의 공매사례(상떼힐
CC, 남안동 CC, 태안비치 CC 등)는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위 처분사례들에서
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조항 적용가능성에 따른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어 (일반적
인 임야의 낙찰가율에 비하여) 상당히 저감된 낙찰가율에 낙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는 거래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었다(위 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골프장 기준설에 따른 청산가치보다는 작고 임야기준설에 따른 청산가치보다는 큰
것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산가치가 산정된 사례로는 청주
지방법원 2017회합50012 (주)신니개발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위 사건의 조사위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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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계획안의 각종 유형들
가. 개관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
다. 우선 회원제 유지 여부에 따라 ① 회원제 유지형, ② 대중제 전환형이 있을
수 있고, 자금조달방식에 따라 ① 신규차입형(DIP Financing), ② M&A형380)이 있
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방식의 특징과 회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살펴본다.

나. 회원제 유지형
회원들의 회생채권 일부는 출자전환으로 무상소각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안
변제기간(10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되 회생채권 변제가 전부 완료되어야 회원
권이 소멸하는 방식이다.381)
이 방식은 회원의 입장에서는 회생채권이 전부 변제되기 전까지 회원권을 그
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위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회원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수익률 개선
이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차입하기도 어렵고, 체육시설법 제
와 같은 방법을 기초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골프장 용도로 실사가치를
평가한 후 신탁재산 매각사례의 낙찰가율(상떼힐 CC : 18.57%, 남안동 CC : 27.16%,
태안비치 CC : 9.85%)의 평균 낙찰가율(17.40%)을 적용하였고, 골프장 이외의 경우 임
야를 기준으로 실사가치 및 낙찰가율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담보신탁의 공매절차
에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승계설을 취한 대법원 2016다
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향후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
로, 더 이상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80) 회생기업의 자금조달방법으로는 ① 매출채권 또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
의 취소, ② 신규차입, ③ 보유자산의 매각, ④ 신주 또는 사채발행, ⑤ M&A, ⑥ DIP
Financing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남동희(2009), 253-264면. 그런데 위 방법들 중에서 거액
의 회원권 채무를 소멸시켜야 하는 회원제 골프장 회생절차에서 ① 방법은 효과가 별
로 없고, 무담보 비영업용 자산이 거의 없어 ③ 방법을 사용하기도 어려우며, 회생절차
에 있는 기업의 주식가치는 매우 낮으므로 ④ 방법도 사용하기 어렵다.
381) 이러한 방식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례로는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 아트밸
리 CC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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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에 따라 회원권이 승계되는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M&A도 어렵다. 결국 수
행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방식으로의 성공적인 회생절차 종결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이다.382)

다. 대중제 전환형 - 회원주주 대중제
회원들의 주도하에 입회금반환채권을 출자전환하되 채무자 회생 및 운영에 필
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다.383) 회생계획인가로 회원권은 소멸되
고, 대중제로 전환되며 회원의 지위는 채권자에서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 방식은 회원들 입장에서 볼 때 회원들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주인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성공적인 대중제 전환 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이익이 회
원들에게 귀속될 수 있어 회원권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①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 없이 회원들이 골프장을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② 특히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외부자
금 조달방법에 관하여 수행가능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출자전환을 통해
회원들은 가치 없는 주식만 취득하고 채권이 소멸되어384) 오히려 회원보호에 역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385) 또 ③ 회원들 사이에 일치된 합의 및 인
가후 회사 운영형태에 대한 분명한 계획 없이 회생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회생절
382) 이 방식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던 아트밸리 CC 역시 영업이익이 부진하여 매
년 적자가 발생하여 변제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회원들로부터 지분을 매
수한 회사가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변경을 추진 중이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4090100017090001065&svcc
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383) 이와 같은 방식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례로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11 떼제베 CC
사건을 들 수 있다.
384) 회생계획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되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
의 기존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385) 가령 가산노블리제 CC 골프장의 경우 2013.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전액 출자전환하여 회원주주제로 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결국 공사대
금,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조달 실패로 인하여 신탁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공
매절차로 회원권 부담 없는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영업을 하게 됨으로써
회원들은 오히려 골프장과 운영권이 없는 회사의 주주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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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결 후 회원들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매집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세력이
나타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가 후 대중제 전환 및 회생계획안 수행에 어
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386)

라. 대중제 전환형 - 신규차입형(DIP Financing387))
기존의 골프장 운영회사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 아래 신규자금을
차입하여 회원권을 소멸시키고 대중제 전환을 하는 방식이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회원의 지위가 소멸되기는 하지만, 신규자금차입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입회금을 확실하게 현금 변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회생절차 진행 중 신규자금 차입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프장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회생사건에서의 공통의 과제이자
화두이다.388)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제
도를 통해 DIP Financing이 이루어져 왔을 뿐,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대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워크아웃에서는 신규자금 대출절차를 주도할 수 있
고 상환받기 위한 권리행사에 법원에 의한 제약이 없었던 것과 달리 회생절차에
서는 자금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386) 나청(2018), 44면.
387) DIP Financing은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신규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다. 미
국의 기업재건실무에서 도산기업의 자금조달은 크게 절차 초기 및 절차 중의 자금조
달(DIP Financing)과 절차 종결 시의 자금조달(Exit Financing)로 나눌 수 있고, 절차 초
기 및 절차 중의 자금조달은 다시 신규자금대출(DIP loan)과 현금담보물의 사용(use of
cash collateral;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매각이나 채권압류의 취소 등을 통한 현금확보)으
로 나눌 수 있는데[정준영(2011), 44면], 이하에서는 DIP Financing을 신규자금조달(DIP
loan)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88) 도산절차에 들어온 회사들은 대부분 담보물의 여력이 없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가 쉽
지 않으나 신규자금을 조기에 조달하는 것은 기업회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
요하다. 남동희(2011), 28-32면. 즉, 기업의 운영자금은 피(blood)와 같고, DIP Financing
은 긴급 수혈(輸血)에 해당된다. 정준영(2011), 43면.
미국에서는 1978년 연방파산법에서 DIP 제도를 도입한 이래 채무자 주도로 이루어지
던 도산절차가 1990년대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이 DIP Financ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도산절차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이는 도산절차가 채권자 중심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회생제도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준영
(2011), 10-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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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DIP Financing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0. 21. 일
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신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공익채권 중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신규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2016. 5. 29. 일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 및 자료제공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2조의2), ㉡ 신규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에게 조사위원의 조사결
과 등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6항),
㉢ 신규자금 차입 허가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채무자와 채권
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
록(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항) 하는 등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
화하고 그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실무는, 제1 금융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신규대출을
내규로 막아놓는 등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 회생절차에 대한 DIP Financing에 소
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389) 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채무가 감축되어 변제된
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에 성공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
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점(즉 파산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견련파산 시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과 같은 공익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390) ② 담보신탁의 공매절차
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조항이 적용되어 골프장 부동산에 대하여 담
보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으나,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
래 채권을 포함하여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동
산채권담보법 제3조),391)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공시방법이 확보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향후 DIP Financing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89) 최효종⋅김소연(2018), 38면.
390) 최효종⋅김소연(2018), 18면.
391) 한편 2018. 8. 1. 시행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동산⋅채권의 담보
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고자 등기사항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향후 채권 담보등기제도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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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중제 전환형 -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의 인가전 M&A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의 인가전 M&A란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골프장 운영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가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
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하는 M&A 방식이다.392)
종래 이러한 방식의 M&A의 인수인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조항이 적
용되어 입회계약이 승계되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M&A방식에
는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위와 같은 M&A 절차에
서는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
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따
라 영업을 양수한 자’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기
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393) 이와 같은 해석이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
제될 수 있으나,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가 전 M&A는 (다른 M&A 절차
와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이 인가가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인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회원들 스스로의 동의(이는 M&A 인수인에 대하여 체
육시설법에 따른 승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원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방식의 회생계획안은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권이 소멸되기는 하지만, 최근

392) 나청(2018), 13면.
393)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한편 나청 판사는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 체육
시설법 제27조 제2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 비승계설을 취하는 근거로 위 절차가 법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고,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M&A 역시 당사자의 ‘약정’에 기한 권리
변동이라는 점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나청
(2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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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활용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과 결합하면 회생절차를 신속하
게 종결할 수 있고, 변제재원도 극대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인가 전 M&A394)는 인가 후 M&A와 달리 ① 반드시 공개매각 절차에 의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적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인수
자 또는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있고, ② 회생절차
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하게 되므로 매각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
징이 있다.395) 특히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의 회생절차에서는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396)
최근 주목받는 M&A 기법인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은, 공고 전 인수
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에서 위 조건부 인수계약자(이
를 ‘스토킹 호스’라 부른다)가 미리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입
찰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조건부 인수계약자에게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유
리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입찰대상을 낙찰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그러한 입
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인수계약자가 최종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397) 관
리인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하여 낙찰받을
394)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M&A를 하려면 어떤 형태이든 회생계획에 의하
는 것이 원칙인데(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통상 인가 전부터 추진되는 M&A를
‘(회생절차) 인가 전 M&A’라 부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b),
183면.
3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b), 183면.
한편 2015. 2.부터 2017. 2.까지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총 967건 중 M&A가 진행된 사
건들의 개시 이후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인가 전 M&A가 진행되었던
사건 중 2014년 접수사건 10건은 평균 402일이, 2015년 접수 사건 9건은 평균 267일이,
2016년 접수 사건 8건은 평균 217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인가 후 M&A 절차의
경우 인가 후 M&A를 거쳐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기까지 평균 445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① 인가 전 M&A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
주간사의 도움을 받아 M&A를 주도하는 채무자와 이를 감독하는 회생법원 모두 M&A
에 관한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다는 점과, ② 인가 전 M&A 절차가 인가 후 M&A보다
회생절차의 신속성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숙종(2017), 263면.
396) 기존 주식의 감자를 시행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
요가 없고 채무자가 부채초과 상태에 있으면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의결권도 인정되
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청(2018), 13면.
397) 심태규⋅이진웅(2018), 65면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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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조건부 인수계약자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
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
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398) 새로운 인수희망자는 조건부 인수계약자
가 제시한 인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인수
내용이 조건부 인수계약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 조건부 인수계약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399) 이때 입찰에 응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가 탈락하는 입찰자에게 보상금(topping fee)을 지급하
고 이는 조건부 인수계약자가 부담한다.400) 이 방식은 채무자에게는 최저매각가
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조건부 인수계약자에게는 다른 후보자보다 해약
보상금 액수만큼 적은 액수로 매수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세실사를
할 수 있어 경쟁상대보다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으며,401) 공개입찰의 확실성이 담
보되고 조건부 인수계약자가 제시한 금액이 시장에서 적정한지 확인함으로써 입
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402)
인가 전 M&A(특히 앞서 본 프리패키지제도까지 활용하는 경우)와 스토킹 호
스 방식을 결부할 경우 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인수대금이 증액되는 장점이 있으
므로,403) 향후 위와 같은 방식의 M&A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98)
399)
400)
401)
402)
40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4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5조 제2항.
심태규⋅이진웅(2018), 65면 각주 3).
김정만(2011), 111면.
심태규⋅이진웅(2018), 65면 각주 3).
서울회생법원은 레이크힐스 순천 CC 회생사건에서 스토킹 호스 방식의 제3자 배정 신
주인수방식의 M&A를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와 결합하여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다(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전제출제도에 따른 회생절차가 성공한 최초
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 결과 개시결정일부터 단 47일 만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이르
러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공개매각절차에서 당초 조건부 인수계
약자인 골프존카운티가 제시한 매각대금인 700억 원보다 30억 원 증액된 730억 원으
로 입찰서를 제출한 곳이 있었고 골프존카운티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730억 1만
원에 최종 낙찰받으면서 변제재원이 증대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심태규⋅이진웅
(2018),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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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
회원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조항을 들어 회원권 소멸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
원제 골프장의 수익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도산 상황에 이른 회원
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유지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제 골
프장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구조 개선, 대중골프장과의
세제상 차별 완화, 유사회원권 규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회
생절차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변제재원을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서도 인가전 M&A나 신규차입을 통하여 변제재
원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변경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은 다른 법인회생사건과는 달리 회생채권자수가 많고
단체 결성이 빈번하며 집회에서도 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 등으로 심문
기일, 관계인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크다 보니 회생계획안 제출
및 집회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고,404) 수차례에 걸쳐 회
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405)
회생계획안은 관리인뿐만 아니라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21조
제1항), 관리인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
출하기도 한다.406) 이렇게 관리인뿐 아니라 관리인에 반대하는 비대위 측이 각각
404) 김장훈⋅홍정호(2017), 53면.
405)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
서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3조).
406) 이러한 대립구도를 막고 회생절차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인 선임단계
부터 제3자 관리인 또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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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측에서 서로 더 많은 회원들의 위임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에서 수행가능성이 없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도 하는데, 법원은 조사위원과 함께 각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청산보장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
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생계획안은 과감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채무자회
생법 제231조).
한편 회생계획안이 한번 제출된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
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28조), 골프장 회생사건의 경우 다수의 채권자들을 설
득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때 법원은 원칙
적으로 수정이 완료된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32조 제2항), 수정회생계획안이 관계
인집회기일이 임박하여 또는 관계인집회기일에 법정에서 제출되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수정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판부나 관리위원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
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수
정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그전까지 제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7.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채권자 집회
가. 조 분류
1) 의의 및 내용
회생절차에서 ‘조(組)’란 회생결의안의 결의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구
성되는 의결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407) 조 분류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① 회
생담보권자,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③ 일반 회생채권
자, ④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

4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b),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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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사진 주주⋅지분권자, ⑤ 그 밖의 주주⋅지분권자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법원이 그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만 회생담보권자ㆍ회생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
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제3항).408) 이는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
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
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409)
일반적으로 조 분류방법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차이로는, i) 조를 단순하게 분
류할 경우 획일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은 수월한 반면 소수자의 권리보호라는 점
에서 불충분할 수 있고, ii) 조를 복잡하게 분류할 경우 권리변경의 정도가 다른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강조되지만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
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410)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를 세분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상
당히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으므로 조를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소
수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즉 같은 조에서 다수의 힘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변경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수자에 대하여 온당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411)

2) 회원에 대한 별도의 조 분류 필요성
현재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 실무는 회원들을 다른 회생채권자와 구별하지
않고 다 함께 회생채권자의 조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회원들에 대하
408) 실무상 ②나 ④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회생담보
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 주주⋅지분권자의 조의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b), 20면.
409)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4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b), 20면.
4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b),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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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별도의 조로 분류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대
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회생절차에서 골프장 운영회사는 대중제 전환을 통해
회생하는 반면 회원은 지위를 잃는다는 점에서 지위에 중대한 변경(불이익)이 발
생한다.412) 둘째, 채권의 성질 측면에서 보면, 회원의 회원권은 금전채권(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에 불과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와는 다르다. 입회계약은
회원과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계속적 계약의 특징
을 가지며 계약 유지 및 존속에 대한 신뢰가 크므로 그와 같은 특수성은 고려되
어야 한다.413) 셋째, 회생절차에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
는 실질적인 근거는 회원들 스스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다는 것에 있음에도,
회원들은 협상력이 약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안은 회생채권자이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낮은 변제율만 인정되고 있는바, 이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회생절차내 실질
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와 회원 사
이의 변제율, 의결권 차이가 너무 커서 소수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의 조 분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414)

나.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한 정보제공의 문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정되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이를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송달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기일415) 직전 또는 당일에
412) 나청(2018), 38면. 실제 안성Q 골프장사건(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에서
는 관계인집회 불과 3일 전에 약 1,047억 원의 미확정 보증채권이 갑자기 확정되고 의
결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신탁채권과 위 보증채권만으로 가결요건이 충족되어 굳이 회
원들과의 변제율 협상을 할 필요 없이 대폭 하락된 변제율 책정이 가능했는데, 이는
화해적인 성격을 가진 회생절차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최효종⋅김
소연(2018), 9면.
413) 이러한 측면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회원권이 소멸하여 입회금반환채권자들에
대하여는 회원과 같이 별도의 조로 분류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14) 나청(2018), 37면.
415) 실무상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채무자회생법 제224조)와 결의를 위한 관
계인집회(채무자회생법 제232조)는 한 기일에 병합하여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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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고 그 수정 부분이 경미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이라면, 이를 수정허가하고 결의에 부칠 것이 아니라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연기한 후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416)하는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못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의의 기회
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417)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게 되면 회원들로서는 자신들에
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전혀 고지받지 못한 채 결의에 참가하
게 되어 부당하다.418) 이와 관련하여 회생계획안 결의의 전제로서 의사결정에 필
요한 정보제공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419)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420)을 근거로 위와 같은 회생계
획안 사전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었고, 출석한 이

416) 다만 송달방법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32조 제3항은 우편송달만을 규정하고 있으
나, 최초 회생계획안이 우편으로 송달되었다면 이후의 수정회생계획안 등은 절차의 신
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46조 제1항을
유추하여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간이한 송달방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17)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418) 이에 대하여 최초 회생계획안에 비하여 회원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견제시 기회조차 없는 소액채권자와 회원권자
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차등의 원
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심천보⋅김종서⋅장희
순’, 389면.
419) 미국의 Chapter 11 절차의 중심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합의
에 있으므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강조되는데,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적정한 정보를 담은 공시보고서(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
여야 하고, 법원은 통지 및 심문절차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공시보
고서와 회생계획안 또는 그 요약본이 송달되고 나서야 비로소 의결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 공시보고서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절차참여자도 회생계획안에 대
한 찬반의 의결권 확보에 나설 수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어겨 확보된 의결권은 무효
로 처리된다. 이진웅(2013), 214-216면.
420) 채무자회생법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②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133 -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해관계인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② 출석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변제조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
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제출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요건421)을 충족하는 등 결석자들이 위 수정안에 대하여 동
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기록
상 나타난 채무자 회사의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422)
생각건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의 규정상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미 효력을 발
생하여 상당 부분 수행되었고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련되어 있어 이를 취소
하게 되면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점423) 등을 감안하면 위 판결의 결론은
수긍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
어지는 의결권 행사과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의절차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전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자 등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92조 제1항),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회원들은 대부분 관계
인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관리인 또는 비대위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424) 이 경우 의결권의 포괄위임이 허용된다고 보
더라도,425) 우선 의결권의 포괄위임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포괄
421)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의 총액
의 4분의 3 이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422)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423) 위 대법원 판례가 고려한 제반 사정으로서 ‘채무자 회사의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를 명시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위 판결의 결론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24) 이는 회원제 골프장뿐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회생사건들에서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425) 이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에 별다른 규정이나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위임의 법리상 설사 포괄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위임인이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노혁준(2014b)], 회생절차에서 의
결권의 포괄위임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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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회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
으로 수정된 경우까지도 여전히 포괄위임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특히 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경우 회원을 포함한 회생채권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회생계획안 가결만을 위해 회
원들의 이익을 더 많이 희생시키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에 회원들로부터 위
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서의 선관주의의무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민법 제681조에 따른 수임
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위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의결권 행
사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을지라도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가령 변제율이나 변제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개별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회원권 매집에 대한 규제 필요성
최근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원권을 매집하여 회생의 목적 달성에 반하거나 기
존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세력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원권 일부를 매집하
여 회생절차를 부결시킴으로써 방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426) 반대로 회원
들 조의 가결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회원권(만약 회원이 별도의 조로 분류되어 있
지 않다면 그보다 더 낮은 비율)만 매집하여 대중제 전환을 하면서 회원들의 이
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회생절
차를 지연시켜 골프장 운영회사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회
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회원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원권 양도를 제한하고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체육시설법령427) 및 입회계약 회칙에 마련
426) 나청(2018), 40면.
427)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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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이 관리인에게 회원권 양도를 승인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회원권을 양수한 채권자들이 보유한 회원권에 대하
여 체육시설법에 따른 완전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담보
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428)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회원권 양도를 남용한 사안에서는 회원권에
대한 체육시설법상의 보호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론도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429)

라. 결의
1) 가결의 요건
결의에 부쳐진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
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회원권 양도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생절차개시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428)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기존의 회원모
집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회원은 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담
보 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429) 한편 최효종⋅김소연(2018), 31-32면은 회생절차에서 회원권이 출자전환된 주식의 51%
를 양수한 자가 제3자 투자에 기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기존 발행주식 100% 무상
감자를 내용으로 한 변경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등에 주식매입대상이 아닌 주
주들에게 불측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당한 의결권자의 의결
권을 배제하는 채무자회생법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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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결 시 강제인가 가능성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
다 하더라도,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이를 일반적으로

‘강제인가’라고 부른다.430) 실무상 강제인가를 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① 회생계
획안의 수행가능성,431) ② 회생절차 계속의 공익성, ③ 부동의한 조의 현가변제
율과 청산배당률의 차이, ④ 동의율(전체의결권 총액 대비 동의율, 전체 또는 부
동의한 조의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432) ⑤ 계속기업가치 대비 현금 현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⑥ 부동의사유의 합리성 등이 있다.433)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는 강제인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고, 파
산절차로 이행하면 회원권 승계나 영업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운영이 사
실상 어려우므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
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할 때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
성에 관하여, 특히 자금조달방안의 수행가능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결된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기

430) 이는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재량권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부분으로, 법원이 구체적인
법정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심판자’의 역할과 회생이라는 목적을 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절차 진행 등 사건을 이끌어가는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이에 후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면서 적절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문경(2015), 28- 30면.
431) 수행가능성의 정도에 관한 요소들은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인데, 과거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 강제인가 적용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은 계속기
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과장된 경우가 많아 수행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
문이고, 실제 실무상 강제인가를 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한 사례들은 대부분 수행
가능성의 정도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양준(2013), 76-77면.
432) 부동의한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에 근소한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해 부동
의한 조의 과반수이 50%가 동의하였다면 강제인가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안에
서 강제인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 정문경(2010), 63면.
433) 정문경(2010), 60-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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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결된 회생
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
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
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434) 실제로 채
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법인회생사건들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를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435)
이때 회원들이 속한 조가 부결된 경우 강제인가를 하면서 회원들에 대하여 유
리하게 변경된 권리보호조항을 둘 것인지 여부는, ‘회생의 목적 달성’이라는 이
익과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
와 직결된다. 강제인가를 적극 활용하면서 회원들에게 유리한 변경된 권리보호
조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도산국면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회원들의 권익 보호라
는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
면 회원들에 대하여만 회생계획안의 유리한 변경을 해줄 경우 자칫 회원들의 버
티기(hold-out)를 조장하여 오히려 회생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해관계
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원 회생계획안상 회원들과 다
른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변제율이나 시기의 차이, 회원권의 규모 및 액수, 권리
보호조항의 내용, 가결 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회원들과 다른 이해관계인
들 사이의 공정⋅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이나, 회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른 강제인가로 회원권이 소멸되는 것은 체육시
434)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435) 그 이유로는, ① 구 회사정리법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회생계
획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하에서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회생계
획안이 제출되는 일이 거의 없어졌으므로 회사정리법과 같이 청산가치보장을 내용으
로 하는 별도의 권리보호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진 점, ②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인 공
정⋅형평성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설 및 대법원 판례가 상대우선설의 입장에 있어 이
미 상대우선설의 내용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다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점, ③
부동의한 조에 대하여 원래의 회생계획안과 다른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것은
회생계획안 전체의 전면적인 수정을 가져올 수 있는바 법원이 단시간 내에 모든 회계
적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④
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의 자금 사정상 회생계획안에 법이 정한 권리보호조항을 반
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정문경(2010),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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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법상 회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 강한 보호를 받는
것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안의 유리한 변경에 소극적인 종
래의 실무는 다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회원들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권리보호조항으로 먼저 자산매각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제1, 2호의 방법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
한 자산을 매각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지급하게 하는
제3호의 방법은 회원들에게 공정한 거래가액이 전부 지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점에서 채택하기 어렵다. 제4호의 방법으로서 회원들에 대한 변제율을 부
결된 회생계획안보다 일부 높이되, 이를 현금 대신 골프장 쿠폰(시설이용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436) 다만 회원들에 대하여 회원권과 같
은 혜택을 부여하거나 골프장 사용우대권을 발행 및 교부하는 방법은 대중제 전
환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과는 모순되므로437)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기에 적절
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부결 시 강제인가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된 경우 강제인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회
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 폐
지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회생법원이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이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부담을 꺼리고 파산절차보다 사
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청산하려는 채무자, 관리인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사적 청산에 의할
경우 불공정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회생사건들보다 높으므로 임의적
436) 이러한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진 사례로는 청주지방법원 2015회합
1 사건(이븐데일 CC)이 있는데, 대법원은 위 강제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회
생채권자 중 회원권자를 위해서는 원래의 회생계획안에 골프장사용우대권을 교부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추가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를 위해서는 원래의 회생계획안 내용 그
대로를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강제인가결정을 하고 권리보호조항을 정
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437) 나청(2018), 40-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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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438) 다만 이는 파산선고를 통하
여 강제집행을 막는 보전적인 의미일 뿐, 골프장 운영회사를 재건이 아닌 청산절
차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다수 회
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걸려있는 골프장 사건에서는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
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도의 회생절차를 통하여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경제
적으로 바람직하고, 실제 실무도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회생절차 인가 후 단계
1. 인가결정의 효력 및 회생계획 수행 감독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에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입회금채권자
의 골프장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는 취지의 권
리변경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
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246조),439) 회원을 포함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
한 항고가 있더라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440)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원의 권리와 지위는 원칙적
438) 견련파산의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후 즉시 파산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시간적 간격을 이용하여 조세채권자들의 체납처분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행해져 파산절차에서 재단환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집행취소절차, 부인
권 행사 등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시간적 공백이 없도
록 할 필요가 있고[김정만⋅정문경⋅문성호⋅남준우(2011), 444면], 그러한 필요성은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439) 회원권 채무의 3%는 현금변제하고, 97%는 현금변제 완료 시에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채무자가 회생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아 회원권 채무의 3%를 현
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출자전환까지 마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을 시작
하였는데 아직 대중제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후 대중제로 전환되어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에서 회원제 골프장임을 전제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 31. 선고 2017
누1122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440) 종래 법원은 실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자제하였는데, 최근에는 회생기업의 조기 시장복귀라는 취지 하에 항고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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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회원권의 소멸시기’에 관하여, 인가 후 폐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변경된 입회금반환채권을 전부 변제받았을 때
비로소 회원권이 소멸되고, 그 전까지는 회원의 지위(우선적 시설이용권 포함)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회생담보권자를 보면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
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
도록 규정하였더라도(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에 담보권
존속 조항441)을 두어 담보권자 지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442)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 회원들은
입회금의 현실적인 반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원의 지위부터 즉시 소멸
되어버린다면 인가 후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이미 소
멸된 회원권이 부활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참조) 그 지위가
갑자기 너무 취약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인가 후 폐지절차가 손쉽
게 회원권을 소멸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대중제 전환
법원은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
생계획안에 관하여는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226조 제2항).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감독행정청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의견조회를 누락하는 경우 이는 회생계획인가
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항고진행 중이라도 종결결정을 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
고 있다. 최효종⋅김소연(2018), 20면.
441) 가령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442)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에
대비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확보하려는 담보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형(2006),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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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
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443) 따라서
그 자체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절차가 법
률 규정을 위반한 흠이 있는 것이지만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회원권 소멸과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더
라도 행정청에서 신속하게 대중제 전환을 승인해주는 경우는 아직까지 드문 것
으로 보인다. 재량행위인 데다가 반대하는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경
우가 많다 보니 이미 적법하게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원
보증금 전액 반환 또는 회원 전체의 동의’,444)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완료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항고/재항고가 종결될 것’,445) ‘회생계획안에 관한 채무자
회생법 제22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조회 누락’446) 등을 들어 사업계획변경승인 반
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채무자회생법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447) 회생절차가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개선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
로 골프장의 회생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위와 같은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정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443)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444) 이러한 행정청의 실무운영방식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작성 시 ‘회생계획에 따른 회원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한 이후
에 대중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나청
(2018), 8면.
445) 나청(2018), 28면.
446) 수원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4구합53347 판결.
44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반려한 행
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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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절차 종결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려는 이른
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회생법원의 실무는 회생계
획안에 따른 변제가 전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1차년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448) 향후 회생계획안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
로 조기 종결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
장 회생사건에서는 대중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통해 회생채권 등을 일시
변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자금조달 및 대중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종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인가 후 폐지
한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회
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
계획의 수행과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같
은 조 제4항),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원권이 소멸된 경우 회생절차가 폐
지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원들은 실질적 담보기능을
하는 회원권이 상실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므로 회생계획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입회금반환채무에 대하여 현금변제,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회원권
이 소멸한다는 조건을 넣을 필요가 있고, 회생계획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행가능성 등을 더욱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448) 1차년도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부 조기 변제만으로 조기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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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파산절차
Ⅰ. 회원제 골프장과 파산절차
회원제 골프장 사건이 파산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골프장 영업을 전제로 한 계속기
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파산절차의 성공적인 종결
을 위하여는 환가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승계 문제 등으로 실제 환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나 채권자들 설득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결국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449) 이하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파산절차에서 단계별
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Ⅱ. 파산선고 전 단계
1. 파산신청 및 보전처분 등
파산신청권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회생절차와 달리 일정 비율 이상의 채
권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별 회원도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 사실을 소
명하여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 2항). 다만,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의 경우 신청권 남용의 위험
이 있어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보다 그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심사된다.
파산선고 전까지 보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채무자회생법 제323조), 최근
파산실무에서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44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실질적으로 재도의 회생절차로 이행되기 전 강제집행을 막
는 보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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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통상 보전처분을 발령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450)

2. 파산원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인의 파산원인은 ① 지급불능(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때)인 경우,451) ②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인
데, 회생절차가 실패하여 결국 파산에 이른 골프장에서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골프장 운영회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유형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많은데 소송당사자가 되어 법률적 사무를 처리해야 하
고, 수많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
로,452)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되 특히 대표이사와 비대위로 세력이
양분된 경우에는 양쪽 편을 대리하지 않았던 중립적인 변호사가 선임될 필요가
있다.

Ⅲ. 파산선고 후 환가 전까지의 단계
1. 파산선고의 일반적 효과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
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4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45면.
451)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
305조 제2항).
4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54,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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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453)

2. 파산선고가 회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와는 달리 입회계약이 쌍
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사건은 회생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회생절차 내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
약에 대한 정리(관리인의 선택권 행사)가 이루어졌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
라 이미 회원권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산선고 당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상태에 있는 입
회계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일반론으로는
회생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에서도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
지와 채무의 이행 사이에 선택권을 가지며(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이를 파산재
단에 유리하게 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454) 그러나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쌍방 미
이행 쌍무계약의 법률관계는 위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개
별적인 계약관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입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의 입회계약은 실효될 것이다. 골프장 입회계약은 민법상 소비임치
의 성질을 가지는데, 민법 제702조, 제599조는 소비임치인(회원)이 임치물(입회
금)을 수치인(골프장 운영회사)에게 납부하기 전에 수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
우에는 소비임치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의 특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이 여전히 파산관재
인에 대하여 연회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장차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및 환가를 염두에 둔다면 해지를
453) 다만,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고가로 환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
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
4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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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파산선고 전에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들은 더 이상 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입회금반환채권자에 해당하
며, 입회금반환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다. 파산선고 당시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
기가 도래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455) 아직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
은 입회금반환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하지 아니하므로456) 우선적 시설이용권 역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
원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파산절차에서
필수시설 환가 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필수시설 인수인에게
회원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굳이 파산절차에 참가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3. 영업의 계속 인정 여부
파산관재인은 경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
는데(채무자회생법 제486조),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이 파산채권이므로 회원대우를 해줄 수 없고, 영업 종료시기의 결정
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
다.457)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파산절차는 재도의 회생절차를 위
한 보전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환가절차에서
45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456)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
는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1항).
4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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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 이상 영업을 계속하여 시설을 유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므로458) 그러한
경우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Ⅳ. 환가 단계
1. 환가의 시기 및 대상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한다는 점에 그 특
색이 있고, 적정한 환가는 파산관재인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459)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정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량권을 가지는데, 파산절차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환가업무가 완료되어야 한다.460)
환가의 대상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즉 파산재단이다(채
무자회생법 제382조). 도산절차에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는 대부분 부동산에 근저
당권이나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종래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
동산은 여전히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의 대상이 되는 반면, 담보신탁이 설정
된 부동산은 이른바 도산격리 때문에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환가의 대상이 아
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담보신탁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담보권으로
보게 되면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도 환가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
어 향후 이 부분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인 부동산 환가방법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
4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143면.
4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291면.
4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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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중 청산을 위한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2항).
골프장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별제권부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는 (물론 별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민사집행
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별제권의 목적의 환
수(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461)와 병행하여 임의매각으로 환가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462) 경매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어 고
가로 환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회원제 골프장의 환가가능성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의 환가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환가를 하든
지 간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조 제2호에 따라 회원권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
되는 문제 때문에 환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부동산이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입회금반환채무까지 전부 변제가 가능할 정도의 잉여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일반적인 입회금반환채무액 규모
를 생각할 때 그런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환가방법은 파산관재인이 회원들과 사이에 사
적 정리로서 채무조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감액된 채무만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조건으로 임의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463) 그러나 이는 ① 파산관재인
461) 별제권의 목적 예컨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파산관재인이 변제
하고, 당해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4c), 338면.
4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4c), 296면.
463) 일본에서는 파산법,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회사법 등의 법적 정리에 의하지 아니하
고, 채무자⋅채권자 및 채권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산처리 방식인 사
적 정리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절차의 간이성, 신속성, 절차비용의 저렴성, 비밀
보장성 등의 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01. 9. 사적 정리의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한 ‘사적 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사적 정리는 채권자나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공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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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통일된 계약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가지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약체결과정에서 누
락되거나 계약체결에 반대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강제할 방법도 없어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더
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에서 환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회원제 골프
장 사건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회생절차 내에
서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절 워크아웃제도
Ⅰ. 워크아웃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워크아웃(work-out)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에 근
거하여 시행되는 관리절차로서 채권금융기관들과 부실징후기업이 법정 외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464)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
기 당시 한보그룹 부도사태 이후 대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팽배할 무렵 (실제로
는 정부가 주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
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단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채권행사
를 보류함으로써 부도를 일정 기간 유예시키고 그동안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
록 회생가능성을 마련하였던 부실유예협약이 그 시초이다.465) 이후 워크아웃 절
차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한시법인 기촉법이 2001. 8. 14. 최초로 제정(유효
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그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승환(2014), 320-321면.
464) 오수근(2014), 31면.
465) 오수근(2006),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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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05. 12. 31.까지)된 이래 계속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왔고, 2016. 3. 18.
제정된 기촉법은 2018. 6. 30.까지 시행되었으며, 2018. 10. 16. 다시 제정 및 시행
된 기촉법이 5년 동안 유효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Ⅱ. 워크아웃제도의 장단점
워크아웃제도의 장점으로는 전통적으로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하고, 재무상태
가 나쁘지 않다면 채무유예와 이자율 조정만으로 채무재조정이 완료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영권 보장에 유리한 점, 절차 진행이 신속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쉽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고,466) 그 밖에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하
여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467), 당사자들 간의 사적 계
약에 의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절차에 자율성이 있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468)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행방법이나 가치평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
계없이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고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침해한 것이고,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개입을 수반하여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다는 등469)의 비판이 있고, 매년 법원의
통계자료가 공개되는 회생절차와 달리 총 신청 건수, 종결 건수, 성공률 등 자료
를 구하기 어려워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으며,470)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471)
466) 임치용(2014), 25면. 다만 위와 같은 장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크아웃제도
의 장점을 회생절차에 반영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생절차와 비교되는 워크
아웃제도만의 장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467) 임치용(2014), 28면.
468) 한민(2005), 95면.
469) 오수근(2015), 87-93면.
470) 임치용(2014), 304면.
471) 오수근(2015), 87-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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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골프장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워크아웃의 활용
그러나 워크아웃제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도산절차에 있어서
워크아웃제도는 법인회생절차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① 골프장에 대하여 주된 이해관계인인 회원들이 워크아웃 절차에서 배제된
다. 워크아웃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주도 아래 신속하게 채무
자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절차이다.472) 2016년 제정된 기촉법부터 법의 적용대
상 채권자의 범위를 기존의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
하는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면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1호), 기존 기촉법
에서 대상 채권자를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주의를 취하였던 것과 달리 금융채권
을 가진 모든 채권자를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473) 개정된 기촉법에 의하더라도 골프장 회원은 신용을 공여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기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워크아웃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회원은 변제기가 연장되는 워
크아웃 채권에 비하여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감면되는
워크아웃 채권에 비하여 많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될 여지는 있
다.474)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에 있어 회생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회원권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은 채 골프장 운영회사의 성공적인 회
생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으로서도 회원들에 비하여 상
472)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
하고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 사이에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기업개선
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
41996 판결).
473) 이에 따라 종래 기촉법에서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던 외국 금융기관이나 사채권자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금융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용공여’의 정의가 중요한데, ‘신용공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
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한민(2005), 106-107면.
474) 오수근(2014), 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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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불이익에다가 우발채무의 위험까지 떠안고 골프장 운영회사의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의 워크아웃은 구조적으로 성
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도된 사례도 많지 않다.475)
② 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도산위기에 처한 (즉 채무의 기
한연장만 있으면 정상적 경영이 가능한) 기업에게 효과적인 제도이다. 반면 채무
의 감면과 출자전환 등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단순한 금융기관
들의 채무의 기한연장만 해줄 경우 부실의 정도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476)
그런데 도산위기에 놓인 골프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부채뿐 아니라 다수
의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
고, 그 과정에서 대중제 전환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며, 자금조달과정에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워
크아웃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③ 워크아웃제도의 최대 장점인 기존 관리인 경영제도(Debtor In Possession)
와 신규자금 조달(DIP financing)이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위와 같은 장점들은 도산위기의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치들
로 우리 도산절차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는데,477) 2005. 3. 31.
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채무자회생법 제74조)를 도입
하였고, 2009. 10. 21. 일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신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청구
권을 공익채권 중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채무자회생
법 제180조 제7항) 신규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하였으며, 2016. 5. 29. 일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도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의 권
리를 강화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475)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활용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최초 성공사례인 레이크힐스
순천 CC의 경우 당초 경영악화로 2013년 우리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하고 워크
아웃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워크아웃 기간에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끝내 차입금 반환
에 실패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절차 개시...P플
랜 첫 사례”, 뉴스1, 2018. 3. 5. (http://news1.kr/articles/?3251457) (최종접속일 : 2018. 12.
17.)
476) 정준영(2011), 28면.
477) 오수근(2006),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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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워크아웃은 기업회생절차와 같은 포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
므로 상호신뢰,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478) 골프장의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관련되어 있는데다가 상호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인과 비대위 등 다양한 세력집단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워크아웃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골프장의 도산에 있어 워크아웃은 이용 가능한 적절한 제도로 보기 어렵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회생절차에서의 사적 구조조정의 활성화
골프장의 도산에서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의 활용성은 떨어지지만, 법정
구조조정제도로서 회생절차에 비하여 사적 구조조정이 가지는 장점, 즉 당사자
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는 낙인효과 등 불
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회생절차 내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진
행되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레이크힐스 순천 CC 골프장 사건에서 입증되었듯479) 회생계획안의 사전제
출제도와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를 결합할 경우 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인수대
금의 증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외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과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형 회생절차의 일환으로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

Program)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480)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478) 이석희⋅임재만(2017), 69면.
479) 자세한 내용은 각주 403) 참조.
480) 이진만(2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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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구조조정협의의 진행을 원하는 경우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한
다음 구조조정 합의에 이를 때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자율적 구조조정 기회를 주고 개시결정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481) 자율적 구조조정 기간 동안 법원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조정위원 지원 등을 통해 채권자들 간 자율적인 협의를 지원해준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사적 구조조정 제도가 회생절차 내에 계속적으로 도
입되고, 법적 구속력까지 보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촉법상 워크아웃제도의 기
능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생절차 내 사적 구조조정절
차에서 어떻게 회원들과 같이 다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채권자들 사이의 협상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481) 임치용(2018),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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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
중적인 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인기도 높아졌고, 그에 따라 골프장 사업은 엄청난
호황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회원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칙 등 입회계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지만, 회칙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추가로 체육시설법에서 회원권 보호규정들을 마련하
였고, 특히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전조항인 체육시설법 제27조를 입법하여
회원의 지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규정들은 그 자체로도 직접적
인 회원권 보호수단이 되지만, 특히 그 입법 취지(회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강조)
가 회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해석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고
려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법의 제반 규정을 종합
해보면 결국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즉 스스로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탈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 강한 보호를 받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조항의 입법론적 정당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다만 거래의 효율성이나 체육시설 매수인에 대한 보호, 기한의 정함 없는 계
속적 계약에 대한 회원의 신뢰보호 및 계약 존속의 필요성, 회원들에 대한 현실
적인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승계규정을 마련한 입법자의 결단이 반드시 잘
못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근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 대하여 체육시설
법 제27조의 적용을 긍정한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조항이 회원권 보호와 초기 회원제 골
프장의 번영에 상당히 기여한 반면, 민사법체계의 부정합을 일으키고 다른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분쟁이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한 면도 없지 않고, 특히 회원권의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승
계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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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회원제 골프장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의 부실한
사업구조와 취약한 재정기반에 기인한 것이지만, 대중골프장 활성화 정책과 과
도한 세제상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회원권의 시장가치 하락에 따른 입회금
반환청구의 급증 등의 원인이 더해지면서 결국 도산 국면에 접어든 회원제 골프
장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체육시설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해관
계 조율이 필요한 도산 국면에서는 회원의 이익만 관철될 수는 없다. 도산 국면
에서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 및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이념 아래 채무자회생
법이 정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이
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산 국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회생절차, 파산절차, 워크아웃절차) 가운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실
상 유일한 제도는 회생절차라 할 것이며,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사건은 전국적으로 더욱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회생법원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회생절차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가급적 모든 이해관계인이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서 ‘회원권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구현된 최적의 해결
책을 찾는 것이 바로 회생법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현재의 회원제 골프장업이 처한 현실 아래에서 회생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회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회생계
획안 마련을 위하여는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스토
킹 호스 방식의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의 M&A나 DIP Financing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회원제 골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
본적인 해결책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회원제 골프장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회원제 체육시설업자의 재정건전
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대중골프장과 비교하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도

- 157 -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 세제상 차별 등 지나친 규제들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 해결 및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은 해당 이해관
계인들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경험과 노력이 결국 오늘날 회원제 체육시설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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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클럽은 oo 클럽 (이하 ‘클럽’ 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클럽은 ( (주) oooo ) 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장 내 제반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
고 국민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oo도 oo시 oo동 oo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
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수)
본 클럽의 총 회원수는 oo명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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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개인 및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을 말한다.

2. 법인회원은 1구좌당 2명을 원칙으로 하며, 구좌수에 따른 이용자를 기명
식으로 한다. 입회하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1/2구좌 입회도 가능하다.

제 7 조 (특별회원)

1. 특별회원은 정회원과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으로 정회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2. 특별회원은 회원의 동반자 0 명에 대하여 회원대우를 받는다.

제 8 조 (기타회원)

1. 가족회원, 평일회원 등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
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공사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 9 조 (입 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 10 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공사에 납부하고 회원 퇴회 요청시 원
금만 즉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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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반환
한다.

제 11 조 (시설이용 및 이용요금)

1. 회원은 공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
4. 회원권의 양도, 증여, 상속
5. 법인의 해산

제 14 조 (퇴 회)

1.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공사가 정한 심사
절차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한다.

제 15 조 (자격의 제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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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또는 일정 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본 회칙 및 클럽의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 16 조 (자격의 승계)

1. 개인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 시 그 상속인은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했을 경우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 17 조 (자격의 양도)

1.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 및 지정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사는 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기
간 동안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8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주최하는 경기대회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클럽의 공식 핸디캡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본 클럽이 간행하는 각종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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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공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
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 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클럽에서 회원
확인을 위해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
호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원의 혜택)
회원의 혜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필요시 혜택내용을 약정서로
명기하여 발부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 21 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당 클럽의 이사회를 칭하며, 그의 결과
가 기타 사항에 관여하는 당 클럽의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 클럽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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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경기규칙
제 23 조 (경기 규칙)
본 클럽의 경기 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24 조 (Local Rule 및 임시 규칙)
본 클럽의 Local Rule의 제정, 경기 규칙변경 및 임시 적용할 규칙은 운영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사가 정한다.

제 25 조 (관 습)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 부

칙 ◈

1.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2. 운영위원회 발족 이전에 위원회 직무와 본 클럽의 정회원모집완료 시까
지는 공사의 이사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본 회원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4. 본 회칙은 oo년 oo월 oo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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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Golf
Course Members
- Focusing on Legal Issues in Non-insolvency Situations and
Insolvency Situations of Membership Golf Courses Ki-Hong Kim
Department of Law, Major in Commercia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gal disputes regarding membership golf courses and memberships occur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ivil suits, commercial suits, insolvencies, etc. and an
important aspect of the Civil Law is to reasonably adjust interests between memb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makes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based on
court judgments on the legal status of golf course(mostly deposit-type membership
golf courses which are the most common type of membership golf courses in Korea)
members when the membership golf course is in non-insolvency and when it is in
insolvency. Furthermore, it aims at searching for reasonable solutions to legal issues
that can become problems in the actual works.
Chapter 2 takes an overview on the laws for membership golf courses and
members, while investigating the legal character and contents of memberships.
Memberships can be viewed as the “posi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according to the
membership contract”, and therefore, its contents are prescribed according to the
bylaws regarded as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ndividual membership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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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t generally includes rights such as priority facility usage rights, rights to
claim refund of membership deposit, etc., as well as duties such as the duty to pay
membership fees (and annual fees). Meanwhile, the Sports Facilities Act enacted to
promote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has powerful member protection
regulations, and it has significant impact on interpreting the legal relations of
memberships.
Chapter 3 examines the various issues for each stage from the creation, change and
extinction of membership right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members in
non-insolvency states of membership golf courses. Members have broad-ranged
freedom guaranteed by the Sports Facilities Act for the transfer (membership transfer)
of their status or extinction of membership (withdrawal). Furthermore, as the contract
transfer regulation prescribed by legal regulations,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very strong protection to members by allowing the membership contract
to be transferable just by transferring the essential facilities of golf courses. There are
some room for controversy on its legislative justification, but the majority opinion of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viewed that the above regulation is applied
also for the public sale process of the collateral trust, so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has been recognized broadly. The above judgment is, in conclusion, fea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problem-solving, but there are some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conclusion, members in non-insolvency situations of membership golf courses have
strong protection that their memberships cannot be deprived against their will.
Unlike public golf courses that have recently become very prosperous, membership
golf courses are facing financial crises due to structural and external elements.
However, when facing insolvency, collision between memb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come more obvious. Chapter 4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members during
insolvency of membership golf courses from the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Major systems that rule over insolvency procedures include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and workout procedures, but bankruptc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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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be used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nvert into money the membership golf
course in reality. Furthermore, workout procedures are at a disadvantage for
commencing procedures such as converting to public golf courses and when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private restructuring is converged within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only solution left is rehabilitation procedure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allow re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cram-down.
Meanwhile,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that emphasize the philosophy of creditor
equality, debtor protection and adjustment of interests, only the interests of members
cannot be realized, and it requires a balanced adjustment of interests based on
negotiation and concess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the role of
bankruptcy courts is growing in importance. In particular, a major point will be how
the ‘special character of memberships’ is configured using which method and at which
level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Moreover,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crisis of membership golf courses, appropriate measures are necessary such as
improving the weak profit structure of such golf courses, and easing the excessive
taxes levied on membership golf courses.

Keywords: membership golf course, membership, membership contract, transfer of
contract, right of withdrawal, rehabilitation procedure, Sports Facilities
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tudent Number : 201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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