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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判決要旨】

建築設計 優秀懸賞廣告에서 當選者가 報酬로서 받는 '基本 및 實施設計權'이란 당선자가 廣告

者에게 優秀作으로 判定된 計劃設計에 基礎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請求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

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締結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

하여 誠實하게 協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去來實情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損

害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다.

【參照條文】

民法 제390조, 제675조, 제678조

【事件의 槪要】

I. 事案의 內容

① 피고 財團法人 天主敎 OO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산하의 甲교회는 1993. 6. 6. 교육

관 신축 및 본당 기능 재계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를 公募하였는바, 그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종합건축사 사무소 開設者로 하고, 應募者는 설계도판, 청사진 도면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주차계획도), 설계설명서(설계개요, 주용 외장 및 실내

마감 재료, 구조계획, 설비계획, 주차계획,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 축소모형, 투시도 혹은 조감도

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1993. 7. 30. 위 공모에 응모하여 1993. 8. 10. 최우수작으로 판정되었다.

③ 그 후 원고는 甲교회의 일부 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1993. 8. 28. 설계 및 감리 비용에 관한 견적서(제1안은 1억 2,240만원, 제2안은 1억 1,070만원, 제

3안은 1억 9,180만원), 설계계약서안(案), 일정표를 甲교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견적서는 평당

건축비를 250만원으로 예상하여 산출된 것이었다.

④ 甲교회는 1994. 9. 1. 위 설계도면 및 見積書 등을 교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건축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8. 일부 設計變更을 요구하면서 평당 건축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붙여 審議를 통과시켰으며, 원고는 위 설계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설

계도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⑤ 그 후, 원고와 甲교회 사이에 設計代金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중, 甲교회는 1993. 11. 11. 원고에게평당 건축비 18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관 예상 건축비는 15억 7,680만원이고, 이 금액에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1996. 1. 7. 개

정된 건설부공고 제129호)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보수기준요율 3.28％(제4종 종교시설)를 곱하면

설계 및 감리비가 6,000만원 정도(계산상으로는 51,719,040원이 나온다)에 불과하지만, 건축주의

선택사양으로 2,000만원을 추가하여 도합 8,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이 금액에는 본당도

면 작성비가 포함된 가액이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3. 11. 15. 甲교회에게

‘평당 건축비 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관 예상건축비는 17억 5,2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의

3.3825％인 5,926만원이 설계비이며, 위 건축비의 1.1275％인 1,975만원이 감리비인데, 본당도면

작성비용 1,267만원이 추가되므로, 합계 9,168만원이 그 대금으로 정하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回

信을 보냈다.

⑥ 위와 같이 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甲교회는 1993. 11. 17. 원고에

게 같은 달 20. 까지 교회의 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看做한다는 뜻을 通報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위 기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⑦ 그 후 이 사건 공사계획은 주임사제의 인사이동과 건축 자금의 염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으나, 甲교회는 1996. 8. 6. 원고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사계획이 다시

추진될 경우 설계용역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설계권을 부여하겠다

는 통지를 하였다.

II. 原審法院의 判斷



1. 第1主張에 대한 判斷

가. 主 張

원고는, 우수현상광고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고 그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그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를 實施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그 계

획설계비 및 기본설계비의 일부인 57,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判 斷

원고가 우수현상광고의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받았은 사

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계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第2主張에 대한 判斷

가. 主 張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명시적인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우수

현상광고의 보수로서 부여받은 설계권은 최우수작 판정자가 현상광고자에 대하여 당초 현상광고

시 응모자가 예정하고 있던 보수 내지는 건축설계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권리는 추후 체결될 설계계약에 의

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추후의 명시적인 계약체결은 현상광고에서

당선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지 추후 명시적

으로 체결할 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그와 같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 보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계약에

따라 그간 피고에게 제공한 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 대금 57,540,000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

다.

나. 判 斷

원고의 우수현상광고에 있어서의 보수지급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우수현상광고자

가 우수현상광고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 우수현상광고자가 우수자로 판정된 자가 아



닌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판정된 우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한 경우 등에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별

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우수현상광

고자에게 있는 지를 가려서 그 귀책사유가 우수현상광고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현상광고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재단이 원고를 위 현상광고의 최우수자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그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권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현

상광고가 그 보수지급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별도의 계약체결을 豫定하고 있고, 별도의 계약이 체

결되지 못하게 된 歸責事由가 피고 재단에게 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이 사건 현상광고를 함에 있어서 최우수작 判定者에게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기

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예상 건축비나 예상 설계 및 감리비를 광고의 내용으로 정한

바 없고, 응모지침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 당시 원고로서도 자신의 응모작품이 최우수작으로 판정된다고 할지

라도 향후 피고 재단과 사이에서 예상 건축비나 설계 및 감리비용에 관한 협의가 따로 필요하리

라는 점을 응모 전에 충분히 豫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응모작품이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후 원고 자신이 설계계약안(案)을 피고 재단에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는 최우수작 판정자의 보수청구권 실현을 위한 별도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설계대금을 협의하여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건축비를

평당 180만원으로 策定하고 건설부가 공고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상의 설계 및 감리보수요

율에 따라 설계 및 감리비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금액이 부당하게

저렴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설계계약의 결렬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기 어렵고, 달리 피

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解 說】

I. 爭 點

①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우수현상광고의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의 設計權을 부여받은 경우 그 설계권은 최우수작 판정



자가 현상광고자에 대하여 당초 현상광고시 응모자가 예정하고 있던 보수 내지는 건축설계 업계

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선자는 위 報酬請求權으로서 그간 피고에게 제공한 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이 사건의 核心 爭點이라고 할 것이다.

II. 優秀懸賞廣告

1. 優秀懸賞廣告의 意義와 法的 性質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懸賞廣

告라고 한다. 우수현상광고는 지정한 행위를 完了한 자 가운데 우수하다고 判定된 자에게만 보수

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현상광고를 말한다. 보통의 현상광고와의 주된 差異點은 여러 사람의

경쟁을 전제로 하여 應募期間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응모한 자 중에서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점에 있다.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契約說과 單獨行爲說이 대립하고 있으나, 계약설이 다수설

이다. 계약설은 광고자의 광고를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請約으로, 그에 대한 應募 내지 指定行爲

의 완료를 위 청약에 대한 承諾으로 본다. 우수현상광고에서는 응모가 있으면 판정을 정지조건으

로 계약이 성립한다(이에 대하여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응모가 청약이며, 판정에 의하여 게약

이 성립된다는 견해도 있다). 상대방의 지정행위의 완료로 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하면 광고자는 보

수지급채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상대방은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에서 片務契約이며,

지정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要物契約이다.

2. 優秀懸賞廣告의 效果

가. 報酬請求權

應募者 가운데 우수한 자로 판명된 자는 광고자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보수청구권

의 取得時期는 원칙적으로 판정이 있었을 때이며, 판정결과가 응모자에게 通知되어 응모자가 이

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보수는 금전인 경우가 많겠으나, 社會的, 經濟的 利益도 무방하

다.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제출한 제작물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通說은 광고

중에 제작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광고자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



나. 이 事件에서의 報酬請求權

광고에는 당선자에 대한 보수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자에

게 보수로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최우수당선자로 선정

된 원고는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취득한 것이다.

III.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成立 여부

1. 問題點 提起

원고가 1993. 8. 28. 견적서 및 일정표를 피고에게 전달함으로써 本設計契約의 請約을 하고, 이

를 전달받은 교구청이 같은 해 9. 8. 설계도면에 대한 일부 변경 요청을 하여 수정한 承諾을 함

으로써 새로운 請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청약에 대한 承諾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檢討한다.

2. 請約과 承諾

가.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계약은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意思表示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합의는 보통 청약

과 승낙의 合致에 의하여 성립한다.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여부가 문제될 때는 의사표시의 해석

에 따라야 한다. 먼저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確定하여야 하고 두 사람의 眞意가 일치

한다면 가사 表示가 眞意와 다르다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한다.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規範的으로 解釋하여야

한다.2)

나. 請 約

(1) 意 義

청약은 이에 對應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

로 하는 確定的인 意思表示이다.

1) 편집대표 郭潤直 編, 民法註解 [XV] 債權(8), 博英社(1997) 506쪽.

2) 편집대표 朴駿緖, 註釋民法 債權各則(1)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1999) 182쪽.



① 청약은 수령을 요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고 승낙이라는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비로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킨다.

② 청약은 장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特定人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明示的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승낙과 합치하는 순간에 당사자가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고 따라서 상대방은 특정인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④ 청약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명시적으

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客觀的으로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3) 즉 청약에는 최소

한 상대방과 당해 계약의 本質的 요소에 관한 사항이 모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

준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약 자체에 계약성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교섭과정, 예약, 청약의 유인, 종래의 거래관계, 지방적 관습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가능성이 밝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요건대 청약

자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청약이 된다. 계약의 내용이

될 일정한 사항(금액이나 수량 등)의 결정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도 상관없다. 이러

한 조작을 거치더라도 그 내용이 確實해지지 않는 경우는 請約의 誘引이 될 뿐이다.4)

(2) 判例의 態度

일반적으로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능동적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이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具體的」이고「確定的」일 것이 요구되고, 만약 그 내용이 불

완전하여 다시 쌍방간의 보충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①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

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

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

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3) 편집대표 朴駿緖, 註釋民法 債權各則(1)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1999) 186쪽.

4) 편집대표 郭潤直, 民法注解[XⅡ] 債權(5), 博英社(1997) 176쪽.



②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

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

월 이상의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

항이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계약은 쌍방

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공급대상자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

약상 청약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③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④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2330 판결 :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인 법

적 구속의사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일 것이 요구되거나 또는 계약교섭의 동기, 과정,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가

지 상황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承 諾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

사표시이다.

①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청약의 경우와 달리 불특정다수인에 대

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즉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5)

②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에 그치지 않고 청약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 표시는 언어, 문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묵시적으로 하여도

좋다.

라. 契約의 本質的 要素

5) 民法註解 XII 債權(5) 183쪽



(1) 一般論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본질적인 요소에 속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

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하나의 법률행위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그들이 意慾한 법률효과의 최소한을 반드시 확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것으로부터 법률행위의 典型과 이에 대한 임의법규의 적용에 따른 補充이 도출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없어서는 안될 계약의 전형을 특정지워 주는 의사표시의 구성부분을 “본질

적 요소(본질적 구성부분)”이라 한다.6)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7)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언제나 계약이 불성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계

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야 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8)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賣買代金과 같은 본질적 요소도 미정일 수가 있는데, 이 점이

당사자들에 의해서 의욕된 계약적 구속과 矛盾되지 않는다. 본질적 요소에 관한 합의가 事後의

약정에 의하여 留保될 수 있으며 사후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補充的 契約解釋에 의하여

또는 法律規定에 따라 흠결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르면 완전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을 가져야 한다.9)

(2) 判例의 態度

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②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6) 예를 들어 ①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양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②임대차에 있

어서 임대목적물의 특정, 차임 및 임차기간에 대한 사항, ③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공동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합원 각자의 의무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7) 尹亨烈「契約의 締結과 不合意. -契約의 締結로서의 合意-」現代法學의 理論: 佑齊李鳴九

博士華甲紀念論文集[Ⅲ](1997) 172쪽

8) 註釋民法 債權各則(1) 182쪽

9) 民法註解 XII 債權(5) 187쪽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

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

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

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③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3. 이 事件의 檢討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 契約에서의 重要事項(本質的 要素)이 漏落됨

계약에서 어떤 내용이 본질적인 중요내용인지는 그 계약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

라질 문제이다. 통상 高額의 금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계약에서의 本質的인 重要 要素로

일응 설계금액, 지급시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적어도 당사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합의

가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내용을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사건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대금 및 그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

가 이루어진바 없다.

나. 請約의 內容이 具體的이고도 確實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인 法的 拘束意思의 表示로서 그 내용이 상대방의 승

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일 것이 요구되거나 또는 계약

교섭의 동기, 과정,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확

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巨額의 금원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방이 제시하

는 청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까지 포함되어야만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유효한 청약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請約에는 이러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유효한 청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 이 事件에서의 解釋 試圖



① 거액의 설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당사자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있던

설계금액의 특정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契約書의 作成도 없이 설계도면의 변경요구와 수용만

으로 설계계약을 확정적으로 성립시켰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意思에 맞지 않는다.

② 원고는 설계도면의 변경요구 및 그 수용이 청약과 승낙이라고 주장하나, 설계도면변경의

내용은 ‘제2강당과 대성당간의 소음방지를 위한 출입문설치, 수녀원 남측창문에 가리개 설치’하

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는 정식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교

구청의 요청대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변경행위는 설계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發注意向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는 見本品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이를 검

토해보고 자기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고 나아가 청약을 하게 하는 ‘契約의 準備行爲’ 즉

‘請約의 誘引’에 지나지 않는다.

③ 결국 원․피고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IV. 基本 및 實施設計權의 意味

1. 問題點 提起

우수현상광고의 報酬로서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설계권은 당선자가

현상광고자에 대하여 당초 현상광고시 응모자가 예정하고 있던 보수 내지는 건축설계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설계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선자는 위 보수청구권으로서 그간 피고에게 제공한 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자 상고이유이다(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에

서 주로 다투는 부분은, 피고에게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2. 基本 및 實施設計權의 意味

가. 設計의 段階

건축물설계에는 ①計劃設計10), ②基本設計11), ③實施設計12)가 있다. 설계보수금 총액 중 통상

10) 건축물의 配置, 平面, 立面, 斷面 등의 계획을 입안한 설계.

1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實施설계의 기본이 되는 설계로 통상 配置面, 平面圖,

立面圖, 一般斷面圖, 設計說明書, 工事費槪算書 등을 포함한다.



계획설계는 10%, 기본설계는 20%, 실시설계는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공사감리가 차지

한다(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18조).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에게 내건 보수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인 점에 비추어, 위 현

상광고에서의 지정행위에 따른 설계는 일응 計劃設計로 보인다.

그런데 설계현상광고의 응모 및 설계지침서에 기재된 제출요구도면 중에 ‘각층 평면도, 입면

도, 주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모형, 설계설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및 피고측 증인(현상광고

당시 피고의 시설관리분과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설계는 사실상 기본설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優秀懸賞廣告의 報酬로서의 基本 및 實施設計權의 意味

① 원고는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로서 基本 및 實施設計權을 취득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는 금전적인 권리는 아닌 것이므로, 당

선자가 別途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設計報酬金請求權

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즉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契約

締結을 할 것을 豫定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基本 및 實施設計權’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基本 및 實施設計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당선된 설계내용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제공하고 건축설계업계에서 통상적으

로 지급하는 정도의 보수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말하는 것인

데, 장차 체결할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설계예약자

의 권리와는 달리 당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민사소송법 제695조 소정의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즉 豫約完結權처럼 그 행사로서 즉시 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요구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 쌍방은 장차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서는 아

니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계약체결시기에 관하여 보면 광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

체없이 당선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계약에서

12)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및 工事實施에 필요한 설계

도면 및 문서로 통상 配置面, 平面圖, 立面圖, 一般斷面圖, 構造設計圖, 設備圖面, 附帶施設

設計圖(屋外施設 設計圖를 포함한다), 構造計算書, 工事示方書, 工事費明細書, 建築許可申請

書 등을 포함한다.



의 설계대금은 건축설계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정도의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보수의 지

급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족하다.

② 이 사건에서도 쌍방이 契約締結을 위한 前提條件으로 設計金額에 관한 合意點을 도출하기

위하여 절충을 시도하면서 여러 차례 서면을 주고받은 흔적이 나타난다.

다.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이 締結되지 못한 것이 被告의 信義則違反이나 歸責事由에 

의한 것일 경우 被告의 責任範圍

(1) 責任의 性質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지만 금액 등에 관한 意見差異로 계약체결이 결렬된 경우 상대방

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계약자유의 원칙상 교섭의 결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우기는 곤란하다. 다만 그 교섭결

렬에 신의칙에 위배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도,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

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계약체결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설계계약

의 締結을 請求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에 違反할 경우 損害賠償責任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은 ⓐ설계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

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위배한 경우 債務不履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견해, ⓑ계약에

기한 채무는 아니므로 신의칙상의무 위반에 따른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견해, ㉢

계약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수로 받은 設計權 자체의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責任의 範圍

① 이때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信賴利益의 賠償이라는 견해가 있다. 피

고에 의하여 ‘基本 및 實施設計계약’의 체결이 타당한 근거 없이 교섭과정에서 결렬된 경우 원고

로서는 그 결렬된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불이행책임을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信賴利益의 賠償, 즉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츨한 비용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서 信賴損害라 함은 상대방의 確約下에 장차 체결될 계약의 실행

또는 去來存續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당한 신뢰와 인과관계있는 한도내에서의 손해만을

말한다고 한다.

② 그러나 책임의 성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으로 보든 그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생각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설계계약의 締結을

請求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교섭단

계에서 계약이 결렬된 경우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원고가 현상광고로서 받은 설계권은 향후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이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그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미 제출한 설계도면

의 작성에 소요된 통상의 보수뿐만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쳤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

익이라고 할 것이다.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볼 경우 그 범위는 적어도 “이미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

는 정도의 보수”를 넘어서는 것이다. 설계현상광고의 목적이, 광고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그

이미지를 예술적 또는 실용적으로 구현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갖춘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다

고 한다면, 응모자로서는 “이미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정도의 보수” 이상의

대가를 바라고 응모를 하였을 것이고, “통상 지급되는 정도의 보수”라면 구태여 현상광고에 응모

할 것 없이 통상의 고객에게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정대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한 보수”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평당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한 통상 지급되는 보수 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거쳐 산출한

설계보수를 지급하면 족할 것이다.

③ 다만 대상판결은 “당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그 성질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명백하지 않고, 그 책임범

위에 관하여도 신뢰이익의 배상이지 이행이익의 배상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라. 契約이 締結되지 못한 데에 被告側의 歸責事由 또는 誠實하게 協議하여야 할 義務



違反이 있는 지 여부 

交涉決裂의 주된 원인은 설계금액에 대한 차이인데, 이러한 決裂은 누구의 책임인가?

원고는 그가 응모한 설계가 甲교회로부터 최우수판정을 받은 후 甲교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具體的인 설계에 나아간 점, 甲교회는 설계대금에 대한

교섭과정에서 원고와의 그 금액 차이가 1,100여 만원에 불과함에도 합의의 도출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교섭 2달만에 교회의 안을 수용할 것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교섭을 포기한 점, 그러는 사이에 甲교회의 주임사제 인사이동과 건축 자금의 염출이 용이하

지 않게 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공사계획 자체가 현재까지 수년간 유보되기에 이른 점 등을 엿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광고자로서 계약체

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

할 자력이 없었던 점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見解에 대한 檢討

가. 原審의 法理說示 및 判斷에 대한 問題點 分析

(1) 原審의 判斷 內容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이미 기술한 “原審法院의 判斷” 중 “제2주장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2점 관련)” 부분 참조.

원심의 판단 부분을 분석하여 보면, ①우수현상광고자가 우수현상광고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 우수현상광고자가 우수자로 판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판정된 우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권의 의미를 ‘최우

수작 판정자가 현상광고자에 대하여 당초 현상광고시 응모자가 예정하고 있던 보수 내지는 건축

설계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 ②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별도의 契約締結을 豫定하고 있는 경우에

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우수현상광고자에게 있는 지를 가려서 그 귀책사유

가 우수현상광고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는, 마찬가지로 그 설계권의 의미를 ‘최우수작 판정자가

현상광고자에 대하여 당초 현상광고시 응모자가 예정하고 있던 보수 내지는 건축설계 업계에서

通常的으로 지급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解釋에 대한 疑問 提起



① 그러나 前者의 경우는 우수현상광고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契約에 따른 보수청구

권의 履行을 구하면 족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이 契約違反을 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현상광고의 보수로 정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우수현상광고의 不履行 여부는 爭點도 아니고, 위와 같은 이상한 해석론을 전개

할 이유가 없다.

② 後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별도의 계약체결이 예정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앞서 본바와

같이 다른 사람과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와 지체 없이 설계계약을 체결하되,

쌍방 모두 현저히 부당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

가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계약체결을 결렬시킨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契約類似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언정, 막바로 설계권

의 意味를 위와 같이 ‘直接的인 報酬支給請求權’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심은, 우수현상광고계약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보수로서 받은 설계권은 원칙적으로 설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간 피고에게 제공된 設計의 대금을 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내용도 설

계권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의 보수에

관한 약정을 너무 恣意的이고 넓게 해석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피고 재단이 이 사건 현상광고를 함에 있어서 최우수작 판정자에게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예상 건축비나 예상 설계 및 감리비를 광고의 내용

으로 정한 바 없고, 응모지침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 당시 원고로서도 자신의 응모작품이 최우수작으로 판정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피고 재단과 사이에서 예상 건축비나 설계 및 감리비용에 관한 협의가 따로 필요하리라는 점을

응모 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계권은 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로 보아야 한다.

나. 懸賞廣告의 報酬를‘設計權에 기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로 보는 見解

에 대한 批判

현상광고의 보수로 받은 설계권이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설계권 자체에 기

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보수란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통상

적인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는 설계권 자체에 의하여 설계에 따른 통상적인 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므로 사실상 設計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행한 설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통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도급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論理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는 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상광고에서는 광고자와 당선자간에 특

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상광고에 당선된 작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당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著作權도 當選者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미 제출한 설계에 대한 소유권

이 광고자인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가 이미 제출한 설계도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위 견해를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위 견해에 의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한 원

고는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어색하다. 이 경우 원고로서

는 實施設計까지 마쳤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損害賠償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V. 맺음 말

종전에는 설계현상광고를 하면서 그 보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설계금액에 대한 異見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이러한 紛爭의 경험 때문

에 현재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건축설계현상공모시 “推定設計用役費”

를 미리 함께 公告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은 당선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설계용역비를 설계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추정설계용역비의 공고가 없는 경우 건축사들

이 應募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可能性은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생길 수 있으며, 對象判決은 이런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명확히 闡明하였다는 점에서 先例로서의 가치가 높

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