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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金     載     亨*

Ⅰ. 序    論

법률행위를 하는 목적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다. 법률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法律行爲의 目的 또는 內容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예컨대 상

점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팔기로 했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

다.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거래생활에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契約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

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장래의 모든 분쟁을 예상하여 이를 대비한 조항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만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약

관이나 관례에 맡기기도 하고 별도의 합의를 유보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의 체결이 

시급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

항만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장래의 일정시점의 時價로 

정하기도 한다.

大判 1993. 6. 8, 92다494471)은 매매계약에 관한 것으로 “매매는 당사자 일방

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

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

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하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公 199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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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법

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먼저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이 민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

고, 판례를 통하여 확정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검토한 다음, 확정되지 아니한 법률행

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결정을 유보한 경우와 매

매대금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맡긴 경우 그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

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련되는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法律行爲의 要件에서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問題가 차지하는 位置

통설은 법률행위의 效力要件 또는 有效要件의 하나로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 또는 

특정을 들고 있다.2)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특정은 법률행위의 成立·不成立에 관

한 것으로 成立要件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3) 한편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이므로, 이를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견해도 있다.4) 대법원의 태도는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5) 그렇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았다6)고 본다. 이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특정문제를 성립요건으로 본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7)

 2) 郭潤直, 民法總則, 新訂修正版, 1998, 293면; 郭潤直 편, 民法注解(Ⅱ), 1992, 167면(宋

德洙 집필부분); 金相容, 民法總則, 改訂版, 1995, 424면; 金容漢, 民法總則論, 再全訂版, 

1993, 251면; 白泰昇, 民法總則, 法文社, 2000, 333면; 張庚鶴, 民法總則, 第三版, 1998, 

434면.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내용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확정과 특정도 이 경

우에는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다.

 3) 崔龍煥, “法律行爲의 目的의 確定,” 法曹 13권 1호(1964. 1), 39면; 李銀榮, 民法總則, 改

訂版, 2000, 355면. 한편 李英俊, 民法總則, 全訂版, 1995, 156면과 641면은 이를 법률

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나, 同書 157면과 184면에서는 효력요건으로 본다.

 4) 金曾漢․金學東, 民法總則, 제9판, 1995, 281면.

 5) 大判 1960. 7. 7, 4292민상819(민판집 44-173); 大判 1986. 2. 11, 84다카2454(公 

1986, 437); 大判 1993. 6. 8, 92다49447(公 1993, 1999); 大判 1996. 4. 26, 94다

34432(公 1996, 1667).

 6) 大判 1997. 1. 24, 96다26176(公 1997, 632)은, “ …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

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

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 다.

 7) 다만 大判 1987. 4. 1, 86다카1273(判例總攬 1-2(B) 26-106-22)은, 주택 1동을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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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분하고 있다.8)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표시가 갖추어지면 성립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를 법

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기만 하면 그 법률행

위에 관하여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

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법률행위의 유․무효의 문제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일반

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논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

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立證責任이 있고, 효력요건은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구분에 실

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9)

법률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법률행위가 성립하 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법률행

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

하기 이전의 단계이다. 백화점에 가서 막연히 물건을 사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10)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

아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은 법률행위에 따른 청구를 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행위

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있다면,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임의법규를 적용하여 법

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Ⅲ.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에 관한 判例의 態度

통설11)과 판례12)에 의하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이 

여 준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주택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으로서의 效力이 없

다고 하 지만, 이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특정문제를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고 본 것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데, 이 판결은 성

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8) 郭潤直(註 2), 281면 이하.

 9) 李英俊(註 3), 155면; 日本 注釋民法(3), 有斐閣, 1973, 44면(平井宜雄 집필부분).

10) 郭潤直(註 2), 293면.

11) 郭潤直(註 2), 293면; 高翔龍, 民法總則, 1990, 349면, 金相容(註 2), 423면; 金容漢(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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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목적물의 특정과 대금의 특정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目的物의 特定

대법원은 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할 방법이 없으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

하지 않는다. 大判 1987. 4. 1, 86다카127313)은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상호 합의 하에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준다는 뜻의 약정을 하 으나(약정서 있음) 

그 주택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정도 기타 그 주택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기재가 없고 그밖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조리나 사회경험칙으로도 이를 특정시킬 방

법이 없으므로 이는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 다. 이 판결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약정 당시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리나 사회경험칙에 의하여 목적

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하 다.

그리고 大判 1997. 1. 24, 96다2617614)에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A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

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지번․

지목․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구조․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

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되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

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

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

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하 다. 이 판결도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매매계약 

2), 251면; 白泰昇(註 2), 333면; 李英俊(註 3), 184면; 張庚鶴(註 2), 434면.

12) 大判 1960. 7. 7, 4292민상819(민판집 44-173); 大判 1986. 2. 11, 84다카2454(公 

1986, 437); 大判 1993. 6. 8, 92다49447(公 1993, 1999); 大判 1996. 4. 26, 94다

34432(公 1996, 1667); 大判 1997. 1. 24, 96다26176(公 1997, 632).

13) 判例總覽 1-2(B) 26-106-22.

14) 公 1997,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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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

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代金의 特定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장래의 일정한 시점의 時價로 정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15)은 “매매대금의 액수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일의 시

가[筆者 주: 약정일로부터 1개월 후의 時價]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 다고 하여, 그

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

라 할 것이고(더우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267,400원까지도 수

령하 다는 것이고 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라고 판결하 다.

그리고 大判 1986. 2. 11, 84다카245416)는 대금을 다른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

격과 비슷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1971. 6. 10. 원고와 서울시 사이에 두 개의 약정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이 성립되

었다. 즉, ① (원고가) 서울시에 원시장 부지 415평을 당초의 전답 수용가격에 상

응한 평당 금 350원씩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② 서울시는 이에 부수

하여 원시장 부지 및 그 주변 토지를 합한 1,000평의 토지를 他市場에 준하여 원

고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그것이다. 原審은 1971. 6. 10. 이 사건 1,000

평의 토지를 타시장에 준하여 매도한다는 약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 으나, 그

와 같은 복합적인 약정이 있기까지의 경과와 배경에 비추어 위 약정 중 1,000평 

토지에 관한 부분은 매매의 요건사실인 매매목적물의 특정과 가격결정의 방법 및 

매매절차와 방식에 관한 대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만 합의한 것이고, 위 토지에 관하

여 대금을 평당 금 10,000원씩으로 확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 다. 그러나 大法院은 “위 ‘타시장에 준한다’는 의미가 원심이 설시한 

대로 타시장에 준한 토지대금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체결 후에 이를 구체적

으로 특정 못할 바 아니므로 이는 그 매매대금을 사후에라도 특정 못할 사유가 되

지 못”하다고 판단하 다.17)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장래에 성립할 가격기준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합

15) 大判 1978. 6. 27, 78다551,78다552(公 1978, 10972)

16) 公 1986, 437.

17) 다만 대법원은 다른 사유로 1971. 6. 4. 당시 원고와 서울시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

매계약이나 그 예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 다. 즉, 이 사건 토지 1,000평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소유로서 시유지(잡종재산)이므로 그 매각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 제93 내지 95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에서 매매계약 성립의 증거로 원고의 진정에 대한 회신이 있으나, 이것은 사후에 위 법령

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친 후에 이에 따른 매매계약이나 그 예약을 체결하겠다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의 통지라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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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약정에 따르기로 정할 수 있다. 大判 1995. 9. 26, 95다1822218)에서 임대

주택을 분양하기로 약정하면서 임대주택의 분양가격결정은 ‘건설부에서 입안하고 있

는 분양전환가격기준’에 의하되, 건설부의 분양전환가격결정이 지연될 시는 ‘춘천시 

소재 세경아파트 등 타지역의 합의된 분양가’에 준한다고 합의하 는데, 이러한 합

의는 유효하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분양가격결정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그 기준내

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함으

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위 약정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19)

최근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先引受․後精算의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大判 1996. 4. 26, 94다3443220)는 이러한 방법으

로 주식매매대금을 정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 다. 이 사건은 국제상사 주식매도 

사건에 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나, 주식매매대금에 관한 부분만을 살펴보고

자 한다. 제일은행은 국제그룹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식 및 경 권 양도 가계약서’

를 작성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등 국제상사의 주주들(매도인)은 

위 국제상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국제상사 중 건설부문을 제외한 사업분야의 경 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② 

가계약의 목적물인 주식의 매매가격은 1주당 1원으로 하되 실사 결과에 따라 양자

가 협의조정하여 정산지급하기로 한다. ③ 매도인, 매수인 및 제일은행은 가계약 체

결 후 상호 협력하여 국제상사의 경  실태 및 자산부채의 실사에 착수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하도록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위 3자가 따로 합의하기로 한다. 그

리고 나서 위 ‘주식 및 경 권 양도 가계약서’에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날인

을 받았다. 그 후 제일은행은 국제그룹 정상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여 오다가 1986. 

2. 10.경에 이르러 국제상사 발행의 위 주식에 관하여 앞에서 본 가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식 매매가격은 실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하여 공란으로 한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원심은 주식매매대금에 관하여 

“․․․그런데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은 체결할 당시에 주식의 매매대금을 구체적으

18) 公 1995, 3525.

19) 그리고 大判 1972. 7. 25, 72다715(集 20-2 민 153)에서는 원고가 대지와 건물을 피고 

목포시에 매도하면서 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 다. 그런데 토

지수용위원회는 원․피고 사이에 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재결사항

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각하하 다. 대법원은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이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 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싯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싯가, 즉 상당한 기간내에 재결이 있을 것

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싯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하 다.

20) 公 1996, 1667.



제41권 1호 (2000) 247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 전에 체결된 ‘주식 및 경

권 양도 가계약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일응 1주(액면가 금 500원)당 

1원으로 결정하되, 국제상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사 결과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가 

협의 조정하여 그 가격을 확정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

시 매매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 으므로 위 주식 매매계약은 유

효하다”고 판단하 다. 원고가 상고하 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단하 다.

判例는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대금 등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

하다고 한다. 매매대금을 장래의 일정한 시점의 時價로 정하거나 다른 市場에서 통

용되는 가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가격기준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성

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지

역에서 합의된 약정에 따르기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인수․후정산의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자산과 부채의 실사 결과에 따라 협의․조정하여 가

격을 확정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3. 契約 成立 이후의 不特定

법률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유효

하게 성립하 으나, 그 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

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법관

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大判 1992. 10. 23, 91다4023821)에서는 양도목적물의 특정이 문제되었다. 원

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노무’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

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

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

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

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

산의 피고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는 구할 수 있다”고 판

단하 는바, 대법원은 이를 지지하 다. 이 사건에서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

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약정 당시 

피고가 매립토지 중 어느 부분을 분배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립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후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피

21) 公 1992,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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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돌아갈 토지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

고 다만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매매목적물이 특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위와 같은 분쟁으로 70

평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持分을 이전하기로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명한 결론이 타당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고, 이 사건을 무효행위

의 전환22)을 인정한 사례로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 2항에서 전술한 大判 1995. 9. 26, 95다1822223)는 나아가 “분양약정의 해

석상 당사자 사이에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 던 기준들에 의하여 분양가

격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한 위 분양약정에 기하여 당사자 일방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

단하 다. 이것은 당사자의 계약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도 나중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매매대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매매대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4)

4. 判斷時期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정하여야 하지만, 목적물이나 

대금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을 정할 수도 있다.25) 그러나 늦어도 법률행

위의 내용을 실현할 때까지는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사실

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6)

22) 李英俊(註 3), 184면은 이 판결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즉, 이 사건

에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이나, 다만 지분 매매계약의 효

력이 있다는 것이다. 

23) 公 1995, 3525.

24) 다만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25) 그리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하

던 목적물과 대금이고, 사후에 특정되는 목적물이나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예정하 거

나 사후 기준을 정하 을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이 된다고 한다. 大判 1986. 2. 11, 84다

카2454(公 1986, 437).

26) 李英俊(註 3), 184면; 大判 1991. 6. 25, 90다17040(公 199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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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法律行爲 內容의 特定이 要求되는 程度

1. 法律行爲의 主要한 內容

법률행위의 내용은 주요부분과 부수적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주요부분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한

다. 우리 민법은 각각의 典型契約에 관한 절(제3편 제2장 제2절 내지 14절)에서 

각각의 계약의 意義에 관한 조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에서 각각의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27) 증여의 경우에는 어떤 財産(민법 제554조)을 증

여하는 것인지 정해야 하고,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제563조),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財産權(제569조)을 정해야 한다.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목적물인 

금전 기타 대체물(제598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제609조), 임대차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차임(제618조)을 특정해야 한다. 고용의 경우에는 노무와 보수

(제655조), 도급의 경우에는 완성해야 할 일과 보수(제644조)를 정해야 하고, 현상

광고의 경우에는 “어느 행위”와 보수(제675조),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이 위탁한 

사무(제680조)를 정해야 한다. 조합의 경우에는 출자와 공동사업(제703조), 종신정

기금의 경우에는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제725

조), 화해의 경우에는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제731조)을 정해

야 한다.28) 이러한 사항은 각각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이 특정

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의 성립을 항상 부정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고용계약의 경우에 보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도 보

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 민법 제

656조 제1항이 “報酬 또는 報酬額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慣習에 의하여 支給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2. 法律行爲 內容의 特定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전형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법률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

27) 이것은 각종 계약의 要件事實에 해당하는 것이다.

28) 물론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관행에 따라서는 그 이외의 사항 중에도 계약의 중요한 내

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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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러한 태도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가. 日本의 경우

일본에서는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법률행위가 유효

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라고 한다.29)

나.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특정의 대상(objet certain)”에 대하여 체결된 경우

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한다(제1108조). 채권관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어떤 종류

에 관한 것인지 확정되어야 하고(제1129조 제1항), 그 물건의 수량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제1129조 제2항), 이 규정은 금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매

매대금은 “특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제1591조), “특정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매매대금(임차료 또는 소비대차의 이자, 임금, 

보험료도 마찬가지이다)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그런데 프랑스 판례는 이것을 매우 좁게 인정한다. 당사자에 의하여 위임받은 제

3자가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가격의 특정을 “객관적인” 요소, 즉 

행정관청의 가격지표 등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만 가격을 특정할 수 있다

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나 행동에 의하여 가격이 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가격이 특정될 수 없다고 한다. 당사자가 법적인 구속력을 받고자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매도인이 상품 인도시의 상품목록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정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당사자들이 나중에 공동으로 “적정한” 가

격을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이다. 유럽에서 이와 같은 프랑스 판례

를 따르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1994년 이래 이러한 판례가 변화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30)

다. 獨逸의 경우

독일의 법상황은 우리 나라, 일본, 프랑스의 경우와는 다르다. 독일 민법 제154

조 제1항은 명시적 불합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당사자든 합의를 해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이라면 당사자들이 그 전부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

29) 四宮和夫․能見善久, 民法總則, 제5판, 弘文堂, 1999, 222면; 船越隆司, 民法總則, 尙學

社, 1997, 96면; 川井健, 民法槪論 1 民法總則, 有斐閣, 1995, 144면; 幾大通, 民法總則, 

제2판, 靑林書院, 1984, 196면; 

30) Kötz, Europäisches Vertragsrecht Ⅰ, 1996, S. 64ff, 7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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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31) 이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주요한 사항인지, 부수적인 사항인지는 상관없다.32) 매매계

약에서 대금의 상한만 정해졌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단

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적용되는 解釋規定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불완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구속되고자 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이행했다면 그 계약에 구속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33)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흠”을 보충하는 기준이 문제된

다. 법관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흠을 보충함으로써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과 제반사정에서 그 흠을 보충하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34)

라. 유엔 統一賣買法

198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 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유엔통일매매법

이라고도 한다)이 체결되어 1988년부터 협약가입국에 적용되고 있다. 협약 제14조

에 의하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수량 및 대금을 정하거나 그것을 정하기 위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

약체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명백하게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협약 제6조)에 

기하여 제14조가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협약 제92조)에는 국내법에 따라 계약의 성립과 효력이 정해진다.

협약 제55조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매대

금을 정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결정할 조항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대약정

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시에 당해 거래분야에서 유사한 사정 아래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매매대금을 묵시적으

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분명하게 정

31) 오스트리아 민법 제869조 2문도 마찬가지이다.

32) Leenen, “Abschluß, Zustandekommen und Wirksamkeit des Vertrages”, AcP 188, 

1988, S. 401;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8. Aufl., 

1997, Rn. 75(S. 589); MünchKomm-Kramer § 154 Rn 4.

    이에 반하여 스위스 채무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들이 모든 중요한 점에 관하여 합의했으

면, 부수적인 사항을 유보한 것이 계약의 구속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33) MünchKomm-Kramer(註 32) § 154 Rn. 6ff.; Flume § 34/6e(S. 629); Larenz/Wolf

(註 32), § 25 Rn. 75(S. 589); Medicus, Allgemeiner Teil des BGB, 7. Aufl., 

1997, Rn. 434(S. 168); Leipold, BGB Ⅰ Einführung und Allgemeiner Teil, 1999, 

Rn. 491f.(S. 138); BGH NJW 1960, 430; BGH NJW 1983, 1727.

34) Medicus(註 33), Rn. 434(S. 168); Kötz(註 30), 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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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35) 이 규정은 특히 상품이 인

도된 경우에 대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청산되는 것을 막기 위

한 것이라고 한다.36) 따라서 비록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 으나 정확한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시의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에 대하

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특정하여야 하

나, 국내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마. 유럽 契約法原則

유럽계약법위원회에서 1998년에 발표된 유럽 계약법 원칙 제6: 104조는 “계약이 

가격 또는 그것의 결정방법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

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6: 105조는 “당사자 일방이 가격이나 다

른 계약내용을 정하기로 한 경우에,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때에는, 합리적 

가격이나 다른 계약내용이 이에 갈음하며, 이와는 다른 정함이 있어도 이는 같다”고 

정하고 있다.37)

바. 結  語

우리 나라 판례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

될 수 없으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엔통일매매법과 유럽계약법원칙도 매매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본질

적인 요소인데도, 매매대금의 특정문제에 관하여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에게 그러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

정하기 곤란하다. 특히 계약에서 목적물의 특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라

야 한다. 따라서 계약에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그 계약은 성립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금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35) 만일 협약 제14조 이하의 규정 또는 각국의 국내법에 비추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는 협약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6) Schnyder/Straub, in: H. Honsell(Hrsg.), Kommentar zum UN-Kaufrecht, 1997, S. 

640ff; Hager, in: Schlechtriem(Hrsg.),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 

Kaufrecht -CISG-, 3.Aufl., 2000, S. 593ff.

37) 梁彰洙, “유럽契約法原則에 대한 一考 및 그 飜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0권 1호(1999.5), 

358면 이하.



제41권 1호 (2000) 253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시가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가 

있다.38)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합치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를 존중

하여 시가나 거래관행 등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

히 매매계약에 따라 상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

러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Ⅴ. 將來의 合意를 留保하거나 一方的으로 價格을 정하기로 하는 法律行爲

1. 將來의 合意를 留保한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의 교섭시에 일정한 사항을 의식적으로 유보하고 나중에 이

에 관하여 교섭하여 합의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1년 후에 

반드시 어떤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격을 정할 기준이 없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의 확정을 장래로 미룰 필요가 있다. 

獨逸에서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조합계약에서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조합원이 있었다. 그가 출자한 물건에 대한 평가를 장래의 시기로 미루

었지만, 이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 다고 판단하 다.39) 그리고 집을 팔

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구를 매수인에게 인도하 지만, 가구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문제되었는데,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매매대금을 합의하기 전에도 당사자가 대금액에 관하여 나중

에 합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보충적 계약해석의 방법으로 대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이 경우

에 통상 당사자들이 “상당한” 가격으로 합의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0) 그러나 당사자 중 아

무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계약에 따른 구속력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유보된 사항이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점에 관한 합

38) 郭潤直, 債權各論, 新訂版, 1995, 208면은 매매대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

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同旨: 郭潤直 편, 民法注解(ⅩⅣ), 

113면(朴海成 집필부분).

39) BGH NJW 1960, 430; MünchKomm-Kramer(註 32), § 154 Rn. 7.

40) OLG Hamm NJW 197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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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장래로 미루어져 있거나, 이를 결정할 기준이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41)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종래의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계약은 매매계

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

여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2. 一方的으로 價格을 정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종종 쌍방의 합의로 장래 인도해야 할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하지 않

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특히 매도인이 상품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예컨대 자동차판매계약, 

음료나 기름 공급계약, 전화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통상 매도인이나 제조자가 

정한 가격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에는 은행이 법령

의 제한 내에서 이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권을 은행에 유보

하고 있다.42)

舊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 당시의 임차인

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43) 분양대금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아파트 가격 및 대금납부 등 임대인이 제시하

는 조건에 의하여 분양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주택

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들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

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는 것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44) 이 사건은 구 임대주택건설

41) BGHZ 55, 248; Kötz(註 30), S. 70.

42) 상세한 것은 郭潤直 편, 民法注解(ⅩⅥ), 1997, 386면 이하(全孝淑 집필부분).

43)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분양 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4. 11. 2.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분양가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44) 大判 1996. 8. 23, 95다38110(公 1996, 2819); 大判 1997. 11. 28, 97다23419, 

23426(公 1998, 55); 大判 1994. 1. 11, 93다27161(公 1994,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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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분양대금을 당사자 일방이 결정

하도록 하는 계약도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

추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매수인 등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행동의 자유

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약정이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독일의 판례는 소비자가 물품의 

인도일에 적용되는 공급자의 가격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무

효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인도시의 가격이 계약체결시의 가격을 일반 생활유

지비용의 상승에 비추어 기대될 수 있는 것보다 중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

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이 인도일의 가격에 따르기로 한 

계약조항이 유효하다고 한다.45)

Ⅵ. 結  論

계약 체결 이후에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

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약정 당시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합

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

추어 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대금을 장래의 일정한 시점의 時價로 정

하거나 다른 市場에서 통용되는 가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가격기준이 아직 성립

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성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대금을 결정하는 기준

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합의된 약정에 따르기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인수․후정산의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자산과 부채의 실사 결과

에 따라 협의․조정하여 가격을 확정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당사자가 계약에 

구속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법률행위, 특히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합치된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한 경우에

45) Kötz(註 30), S. 73; BGH 82, 21; BGHZ 90, 69. 후자의 판결은 계약의 보충적 해석

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尹眞洙, “法律行爲의 補充的 解釋에 관한 獨逸의 學說과 判

例”, 재판자료 제59집, 법원행정처, 1992,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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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

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계약의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어 있으면 부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

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법규나 관습

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매대금의 특정 또는 특정가능성

에 관하여는 좀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 으나 그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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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stimmtheit des inhalts im Rechtsgeschäft

Jae-Hyung Kim*46)

Für das Zustandekommen des Rechtsgeschäfts muss dessen Inhalt 

grundsätzlich bestimmt werden. Jedoch kommt es im Geschäftsverkehr 

haüfig vor, dass ein Vertrag einen unbestimmten Inhalt enthält. So lassen 

die Parteien bei Abschluss des Vertrags  gelegentlich einen Punkt offen, 

aber vereinbaren, dass er später geklärt werden soll.

Nach der Rechtssprechung kommt ein Vertrag dann gültig zustande, 

wenn der Vertragsinhalt bestimmt oder bestimmbar ist. Ein Vertrag, in 

dem jemand eine Zahlung oder eine Überlassung eines Gegenstandes 

verspricht, kann nur dann gültig sein, wenn die Geldsumme oder der 

Gegenstand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z.B. Umstände des 

Vertrageabschlusses, Verständnis der Parteien, Übung und Überlieferung 

usw. bestimmt oder bestimmbar ist. Der Preis kann in etwa nach Maßgabe 

des zu dem zukünftigen Zeitpunkt geltenden Marktpreises festgesetzt 

werden.

Aber der Vertrag kann m.E. gültig abgeschlossen werden, obwohl er 

unvollständig oder nicht genügend bestimmt ist. Dabei kommt es darauf 

an, ob die Parteien eine rechtliche Bindung haben eingehen wollen. Wenn 

sich die Parteien trotz der Unvollstänigkeit oder Unbestimmtheit ihrer 

Vereinbarung vertraglich binden wollten, muss man das Zustandekommen 

des Vertrags  annehmen. Das entspricht der Privatautonomie. Auch dabei 

können der Vereinbarung und den Umständen des Falles Kriterien 

entnommen werden, mit deren Hilfe die Vereinbarung vervollständigt oder 

der unbestimmt gebliebene Punkt präzisiert werden kann.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