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명 순 구

I . 문제의 소재

어떠한 채권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특정물채권이라 한다. 민

법 제374조는 특정물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게 대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위 선관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이 선관의무는 특정물채무의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특정물

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존속하게 된다.
이 규정의 효력론과 관련한 논의사항 중에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

가 있다. 즉 채권성립 후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사이에 당해 목적물로부터 천연과실이

발생하였다면 이 천연과실은 채권자, 채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종래의 학설에서 이 문제는 특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학설상의 이

견이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해석론은 사실적 측면에서라면 몰라도 최소한

법리적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 재고의 여지가 있

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현행 민법체계 하에서 종래의 해석론이 지니고 있는 법리적 결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서는 문제해

결의 전제로써 천연과실의 귀속원리(II)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 글의 중심주제인 특정물

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III)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

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채권

질서가 아닌 물권질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II . 천연과실의 귀속원리

어떠한 물건으로부터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그 수익을

발생시킨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이러한 과실 중에서 특히 천연과실이란 물권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민법 제101조 제1항 참조).
현행 민법상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는데, 일정한 물건이 다른 물건으로부

터 분리되었다면 그 물건은 독립된 권리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그

에 대한 물권적 귀속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과실의 수취권자에 관하여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게 속한다 고 규정하여 과실에 대한 소유권 귀속자를 규율하고 있다. 제102조 제1항에

의한다면,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에서 원물에

대하여 수익권을 가진 자에게 귀속한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과실은 그것이 천연과

실이든 아니면 법정과실이든 간에 원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이기 때문이다.
원물에 대한 수익권자가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자임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원물에 대한 수익권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환언될 수 있다. 민법 제211조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물에 대한 제1차적 수익권자는 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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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천연과실의 소유자는 원물의 소유자 라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원물에 대한 수익권이 원물의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이

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학설은 원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수취권이 인정되는 자

로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
조), 친권자(제923조), 수유자(제1079조) 등을 들고 있다.1) 종래의 학설에서는 이들의 과

실수취권을 천연과실의 소유자는 원물의 소유자 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관념

함으로써 이들의 과실에 대한 권리내용과 천연과실의 소유자는 원물의 소유자 라고 할

때의 원물 소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과실수취

권 을 과실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래 학설은 어떤 자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천연

과실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동일평면상에 있는 등가적인 것

으로 이해함으로써 천연과실수취권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

각컨대, 어떤 자가 천연과실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권리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든다면,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등이 천연과실에 대하여 가지는 권

리의 내용은 천연과실의 소유권 자체임에 반하여, 유치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천

연과실에 대한 권리는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아닌 천연과실의 교환가치2)인 것

이다. 한편, 친권자(제923조 제2항 본문) 또는 환매특약부매매에서의 매수인(제590조 제3
항)에 있어서와 같이 입법자가 법률관계의 청산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상계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마치 이들이 과실에 대하여 권리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어떤 자가 천연과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 자체일 수도 있으며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천연과실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의 주된 문제는 천연과실의 소유

권 귀속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의 주된 논의 대상인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도 천연과실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III .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상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 종래 학설의 입장(1)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결책(2)을 제시하기로 한다.

1 . 종래 학설의 입장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권자에 관한 종래의 일치된 학설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 이전에 발생한 과실은 채무자에게 귀속

하고 이행기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3) 그런

1) 金相容, «民法總則», 法文社, 1995, p. 335; - 李英俊, «民法總則», 博英社, 1987, pp. 910- 911;
-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1994, p. 317.

2) 유치물, 질물 또는 저당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이들 담보물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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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민법 제587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규범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제587조 제1문은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

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조문에 따른다면,
채무의 이행기 이후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

도인, 즉 채무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범충돌에 대하여 종래 학설은 제587조의 규범내용을 특정물채권의 목적물

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예외규정4)이라고 하든가 또는 제587조 제1문은

매수인이 이행기 이후에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5)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제587조 제1문은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

이라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종래 학설의 입장은, 이하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현행 민법의 기본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된다.

2 . 비판적 관점 및 새로운 해결책의 모색

(1 ) 종래 학설에 대한 비판

종래 학설의 입장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소위 성립요건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

법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써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논점목록 및 종래 학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채권6)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 귀속에 관한 문제가 천연과실의

소유권 자체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이와 다른 문제인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규명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7), 어떤 자가 천연과실에 대하여 가지는 권

리는 소유권 자체일 수도 있으며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래 학설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항이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측면이라는 점에는 의문

의 여지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에 관한 사항은 물권적 차원의 문제임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자는 민법 제102조 1항과 제211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면 원물인 특정물의 소유자가 그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소유자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제587조 제1문을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

실의 귀속질서에 관한 예외규정 또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민법 제587조

제1문은 일본 민법 제575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소위 대항요건

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민법(일본 민법 제176조, 제177조 참조)에 있어서는 제575조

3)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1992, p. 66; -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1994, p . 50; - 李銀

榮, «債權總論», 博英社, 1992, p. 56; - 金相容, «債權總論», 法文社, 1996, p. 48.
4) 특히 郭潤直, 앞의 책 «債權總論», p. 50.
5) 金亨培, 앞의 책 «債權總論», p . 66; - 金相容, 앞의 책 «債權總論», p . 48 등.
6) 민법 제374조가 규율하고 있는 특정물채권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며 그 의미도

각 채권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특히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

약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7) 앞의 II. 천연과실의 귀속원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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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항요건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채권관계의 목적물인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더불어 채

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

자는 원물인 특정물의 소유자인 채권자(즉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제575조 제1항에 의

하면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이 채무자(즉 매도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민법과는 달리,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

법에 있어서 제587조 제1문은 일본 민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당해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

수인은 원물에 대한 소유권자이므로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산매매에 있

어서 제587조 제1문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8) 다음으로, 부동산매매의 경우에는 제587조

제1문의 인도 가 과실수취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9) 결국 제587조 제1문은 동산에 관하여는

당연한 규정, 부동산에 관하여는 물권변동이론과 상치되는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1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법 제587조 제1문에 대하여 이를 단순히 특별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견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게 되

는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매매계약에 관한 절에 속해있는 제587조를

예외적 규정 또는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명백해졌다. 하나는, 특정물채권의 목적

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자는 원물인 특정물의 소유자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제587조 제1문은 현행법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2 ) 민법 제587조의 의미

제587조 제1문은 예외규정 또는 특별규정이 아닌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이

규정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제587조 제1문만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해 본다면 이 규정은 현행 물권질서를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원물 소유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제587조 제1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

하기 위하여는 제587조의 규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587조 제1문에 이어서 제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

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1문과 제2문을 서로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매수

인은 그의 주된 급부의무인 대금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

을 인도하고 있지 않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 문제의 소재를 명

8)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5, p. 226.
9)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5, p. 226.
10) 현행 민법 입법자료(民法案審議錄, 上卷, 1957, p. 341)에 의하면, 제587조와 관련하여 독일 민법 제

446조 제1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독일 민법 제446조는 매매목적물의 수익권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

도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시로부터 매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587조 제1

문은 독일 민법의 태도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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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이자 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

기에서의 이자 는 지연배상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다. 제2문의 이자 가 지연배상의 본질

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는 이행지체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시점의 판단기준은 물론 이행기

이다. 즉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다. 그런데 제587조는 대금지급에 관한 채무자인 매수인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기준시점을 이행기가 아닌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로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제587조의 규범내용은 채권법의 일반법리를 일탈하는 것으

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즉 제2문은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하나의 특칙으로서 이 특칙은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제1문의 규정과

표리의 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양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둔 것11)이라고 한다.
그 결론에 있어서 이 견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587조를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찬성하기 곤란하다. 제587조 제2문의 규정이

제1문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과 이들 규범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의 균형유

지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587조를

채권법의 일반법리를 일탈하는 단순한 특칙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제587조

에 대한 옳바른 이해는 쌍무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의 특성을 감안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

하다 할 것이다. 제536조는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양급부 사이의 이행상의 견연성에 기초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587조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서로 상환관계에

있는 두 급부의무12), 즉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쌍무성에

기초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587조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두 급부의무에 관한 동시이

행의 항변권을 염두에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과실과 지연이자에 관한 문제를 규

율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매수

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연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매수인이 비록 이행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체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본

다면 그의 계약상대방인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한 매도인도 선이행을 강

제당하지 않는데, 이 때 매도인이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

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원물인 당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이기 때

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587조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기능을 담당하는

단순한 특칙이 아니라 당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 )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구별

11)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2, p . 216; - 金亨培, «債權各論 (民法要點講義 IV )», 新潮社,
1996, p. 266 등.

1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536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제568조 제2항

은 ...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매매계약

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원칙을 다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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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권자에 관한 종래 학설

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특히 민법 제587조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

서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에서는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94조의 규정형식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듯이 손해배상

채권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는 배상방법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금전배상 이외의 방법에 의

하여 배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이 아닌 원물배상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본질이 손해배상으로서 채권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

로는 마치 물권적 차원의 문제와 유사한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종래 우리나라의 해석론 중에는 원물배상의 문제와 물권질서의

문제가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당해 채권관계의 목적물로

부터 발생한 천연과실 귀속의 문제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13)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일치된 학설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 이전에 발생

한 과실은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이행기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

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은 채권의 본질과 현행 물권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종래의 학설에 있어서, 이행기 이전에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이 채무자에게 귀

속된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당해 특정물을 채권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전

까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4) 이러한

주장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소위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의문

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은 특정물채무자의 당해 목적

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는 채무의 이행기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채

무의 이행기는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정물채권관계에 있어서 당해 특정물로부터 천연과실이 발생했다면 이 과실이 이행기

이전의 것이건 이후의 것이건 관계없이 원칙적인 수취권자는 당해 특정물의 소유자인 채

무자라고 하여야 한다. 물론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이행기 이전의 것인가의 여부

에 따라 그 과실의 법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즉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이행기에 채권자에게 특정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

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기 이후에 특정물로부터 발생된

과실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을 이익으로서 배상범위에 포

함되게 될 것이다(민법 제393조 참조). 특정물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 특정물로부터 발생

한 과실에 대하여 물권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그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채

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과실 자체를 인도한다면 이는 그 본질에 있어서 원물배상의 형태

로 행해지게 되는 손해배상인 것이다.

IV . 맺음말

13) 지면상의 한계로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4) 金亨培, 앞의 책 «債權總論», p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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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에 대한 소유권자는 민법 제102조 1

항과 제211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면 원물인 특정물의 소유

자가 그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소유자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는 물권적 차원의 문제로써 채무의 이행기는

천연과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째, 현행 민법상의 물권법체계 및 채권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587조는 특정

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특칙이 아니라 당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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