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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그에 관한 비판
명순구

  변제의 성질에 관한 종래의 논의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債務者가 債務
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 贈與의 意思를 가지고 債務의 目的物을 引渡한 경우에는 
辨濟의 效果가 생기는가?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辨濟에는 辨濟意思가 필요하다는 
說의 근거가 되는 것과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辨濟의 효과가 생기지 않
는 것은, 辨濟意思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1) 
  위 학설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A는 B에게 이미 α라는 내
용의 채무를 지고 있다; A가 α를 인도하였는데 이 인도는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변
제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증여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
하여 위 학설의 결론은, 증여채무의 이행으로서 효력이 있을 뿐 이미 존재하는 채
무의 변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위와 같이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
다.
  <1> α가 특정물인 경우를 본다. 가령 α가 어느 중견화가의 그림이라고 해보자. 
소유자 A가 이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α를 B에게 인도하였는데 인도
시에는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와 같은 경우에 A가 증여의 
의사로 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계약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
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자(A)와 수증자(B) 사이에 증여
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증여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A가 B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증여의 의사로 B에게 α를 인도했다면 B로서는 매매계
약의 이행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A는 B에게 α의 반환을 주장
할 수 있을까? 불가하다고 본다. A의 B에 대한 인도 및 B의 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은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A에 의한 α의 인도는 그의 일방적인 의사
(즉 증여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계약(매매계약)상의 채무의 변제로 다
루어진다. 
  <2> α가 종류물인 경우를 본다. 가령 α가 생수 1000리터라고 해보자. α가 종류
물이라고 하여 α가 특정물인 경우와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특히 α가 금전인 때
에는 변제충당이 문제될 뿐 변제자의 의사가 법적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변제자의 의사는 변제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1994, 46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