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賣買目的物로부터 발생한 果實: 그 收取權의 判斷
- 대판 1992 . 4. 28. 9 1다32527의 비판적 평가 -

明 淳 龜 (高 麗 大 學 校 法 科 大 學 敎 授 )

[事 案 의 內 容 과 法 院 의 判 斷 ]
I. 事 實 關 係
1983년 5월 10일 X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Y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목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제3자 J 명의의 가등기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J
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X와 Y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1) 매도인 X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부동산에 경료
된 J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Y는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2)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서도 부동산을 점유중인 J의 인도거부로 인하여 Y
에게 인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X의 비용으로 Y가 J를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함; (3) 이 인도소송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중 6개월 동안 X는 Y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월 1,000,000원을 지
급하기로 함.
우려했던 대로 J가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자 1983년 5월
14일 X는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J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 대신 Y 명의로 미리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Y는 J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와 아울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Y는
1984년 12월 15일 J로부터 부동산의 인도와 아울러 소송비용과 임료상당부당이득금
으로 모두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Y는 X에게 잔금 지급기일이 며칠 경과한 1983년 7월 24일 잔금의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해 오다가
1985년 1월 25일에서야 비로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Y가 이미 J로부터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등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X로부터 그 동
안 X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해 준 대가 등 명목으로 최종 잔금 중 금 7,000,000원
을 감액받아 4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II. 紛 爭 事 項 과 裁 判 經 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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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Y가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X의 비용으로 인도소송을 수행한 이상 J
로부터 임료상당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Y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다.
첫째, 매매잔금 지급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매수인인 자신에게 있다 할 것
이므로 원고 X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 1)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매수인인 피고가 인도소송 제기의 방편으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여도 아직 매매
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피고에게
없는 것이고 또 이 인도소송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명목으
로 지급받은 위 금원은 피고가 아니라 매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
는 것이다.
둘째, 설사 과실수취권이 X에게 귀속함으로써 Y가 X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
가 있다 하더라도 Y는 X에 대하여 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X의 Y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의 한도에서 상
계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의 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을 부정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評

釋]

I. 問 題 의 所 在
연구대상판결에서의 핵심적 분쟁사항은 피고 Y가 소외인 J를 상대로 한 소송에
서 승소함으로써 J로부터 수령한 임료상당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
는 것이다.
이 임대료상당액은 매매목적 부동산으로부터의 과실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국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수취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로 환원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원심과 연구대상판결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과 상
관없이 매매대금 완납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수취권자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
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과실귀속자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과연 법리적
1) 대구고법 1991. 8. 1. 90나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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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다른 한편, 이 사안에 나타난 법률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원이 과연 충분한 정도로 법률행위 해석을 하였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법률관계 당사자의 의사해석은 법적용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적용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연구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不 動 産 賣 買 契 約 當 事 者 의 法 的 地 位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
적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
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들 두 의무는 서로 견연성을 가진다.
이 규정이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무내용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율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대상판결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약간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된다.
1. 不 動 産 賣 渡 人 의 財 産 權 移 轉 義 務 의 具 體 的 內 容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매매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
데,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물건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목적물
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뿐만 아니라 점유이전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란 목적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제211조 참
조).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와 같이 본다면 매도인의 구체적 채무는 소유권이
전의무 및 점유이전의무이며, 바로 이들 채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상환적
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재산권이전의무는 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에 있어
서 약간의 의미차이를 가지게 된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현행법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산매매에 있어서는 점유의 이전(즉 인도) 자체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요건이므로 점유이전이 없다면 재산권이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무 완수
시점과 물권변동시점이 일치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이 두 시점이 일
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소
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이전등기시(제186조)인데, 부동산의 점유이전시
점이 등기시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에
는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점유이전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종래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등기 및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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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전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는 1991년 9월 10일의 판결2)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1976년 4월 27일 대
법원3)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그 명도의
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약속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이행최고에 있어서 매도인은 쌍무계약상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제공하여야 하나 동시이행관
계에 있지 아니한 위 명도이행의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
행지체를 위법한 것으로 하기 위한 변제제공의 정도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 사안이
었다는 면에서 보면 수긍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법리 적용의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
지가 있다.4)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간의 동시이행관계는 유치권과 달리 불가분
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방이 채무의 일부만을 이행한 때에는 미이행 부분
에 대하여만 이행상의 견연성에 기초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여 해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채
무의 이행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변제제공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즉 등기이
전과 부동산인도까지 제공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제공해도 매
수인의 이행지체를 위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이행 정도에 의
하여 간섭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부동산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
단함에 있어서 법원칙의 문제와 사실판단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칙의 관
점에서 볼 때, 부동산매도인의 재산권이전채무의 내용은 등기이전의무 및 점유이전
의무이며, 이들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상환적 이행관계에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판결 또한 이 점을 전제로 판결하였다.
2. 不動産賣買契約에 기한 登記 의 規範意味 : 특히 物件危險의 移轉

2) 대판 1991 .9. 10 91다6368.
3) 대판 1976. 4. 27. 76다297.
4) 대법원(대판 1980 7. 8. 80다725)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
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 이라고 하여 1976년 4월 27일 판결과 상
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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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동산매매와 달리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무 완
수시점과 소유권 이전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
으며, 연구대상판결도 그런 경우이다. 여기에서 부동산매도인이 계약채무의 이행으
로 하게 되는 등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등기의 위상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가 아니면 대항요건주의
를 취하는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립요건주의 하에서의 등기는 소유권 이
전시점 이라는 위상을 가지나, 대항요건주의 하에서의 등기는 그러하지 않다. 대항
요건주의 경우에는 등기 전에 계약의 효력에 의하여(즉 solo con sensu ) 소유권이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5)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에 있어서 등기는 소유권 이전시점 으로서
의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 매도인이 채무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면 매도인의 다른 의무, 특히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
계없이 매수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된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소유권 이
전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규범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처분권 이전에 상
응하는 위험의 이전과 사용·수익권의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 항에서는 위험의 이
전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과 더불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위
험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민법학에서 위험 은 다
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학설상 계약법 분
야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위험 은 계약위험(risque du contrat )의 범주에
속하는 급부위험과 대가위험이다. 그런데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은 계약위험
이 아닌 물건위험(risque de la chose)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해는 소
유자가 입는다 (Casum sentit dominu s )는 명제로 표현되는 물건위험법리는 계약위
험법리와의 관계에서 일반규범의 지위에 있으며, 물건위험의 부담자는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위험이 문제되는 경우에 우선 계약위험을 고려하여야 하고 계약위험의 차
원을 벗어나는 때에는 물건위험의 법리에 따라야 하며, 물건위험의 이전시점은 바
로 소유권 이전시점이다. 한편, 소유권이 이전과 더불어 물건위험이 소유자에게 귀
속하는 것에 상응하여 이익(특히 사용·수익권)도 소유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6 )
이와 같이 계약위험과 물건위험은 상이한 차원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7 ) 계약위험으로서의 대가위험에 관하여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부담의 원칙을 규
5)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프랑스 민법이론에서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
유이전의무 또는 등기의무를 부수적 의무(obligations secondaires)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6) 위험이 있는 곳에 이익도 귀속되어야 한다 (Commodum ejus esse debet cuju spericulum est )
는 법언은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7) 민법 제537조는 계약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대가위험에 관한 규범이다. 대가위험에 관한 입법
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채무자부담주의, 채권자부담주의, 소유자부담주의를 같은 차원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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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
에게 이전된 시점 이후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물건위험의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
다. 프랑스 민법 제1138조 제2항은 계약의 성립과 더불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은 대가위험이 아니라 물건위험이고 매수
인은 매매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8 )
연구대상판결에서 원고 X (매도인)는 피고 Y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웜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비추어 볼 때, Y 명의로의 등기이전은 추심을 위
한 권리의 신탁적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채무이행 결과이다. 그러므로 Y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1983년 5월 14일
부터 Y는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건위험
및 사용·수익·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연구대상판결에
서 문제되고 있는 J에 의하여 지급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귀속권자는 매매부
동산의 소유권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판결과 원심은 이와 다른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III. 特 定 物 賣 買 에 있 어 서 目 的 物 로 부 터 발 생 한 果 實 收 取 權 者
연구대상판결에서 X와 Y 사이의 법률분쟁의 핵심은 매매부동산의 불법점유자 J
가 출연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문제의 특정물인 부동산에 대한 과실수취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환
원되는데, 다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硏 究 對 象 判 決 의 立 場 과 問 題 點
연구대상판결은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
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
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의 기본적 관점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등기
하는 것은 계약위험과 물건위험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법개념의 명확성의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일본 민법상의 대가위험에 관하여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채
권자부담주의, 기타의 경우에는 채권자부담주의라는 이원적 설명방법 또한 재고의 여지가 있
다. 전자의 위험은 물건위험, 후자의 위험은 대가위험이기 때문이다.
8) 독일 민법 제446조는 동산의 경우에 인도,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를 위험 이전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도 물건위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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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완납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매수인 Y가 매매대금을
완납했더라면 과실은 Y에게 귀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대상판결은 매매대금의 완납 을 과실수취권자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
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1993년 11월 9일 판결9)에 그대로 이어지
고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나(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
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실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 와 대금의 완납 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후자를 보다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대법원이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최소한 민법 제587조 제1문의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되나 대금 완납시를 보다 결정적인
시점으로 보는 태도는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의 견연성으로 인
하여 서로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나 양 채무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며, 특히 과실귀속질서를 매수인의 채무이행과 관련지우는 것은 이론적 근거
가 희박하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 여부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법적
문제임에 반해, 과실귀속질서는 물권법적 문제로서 양자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587
조의 규범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조건이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한다.
2 . 민 법 제 587조 의 規 範 意 味
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목적물
의 인도시기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 인도시기와 매매대금의 이자지급을 연
계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종 래 學 說 과 判 例 의 立 場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권자에 관하여 종래 통설은, 채무
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 이전에 발생한 과실은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이
행기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0)고 해석하고 있다.11) 그
9) 대판 1993. 11. 9. 93다289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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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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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러한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민법 제587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규범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제587조 제1문은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
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
따른다면, 채무의 이행기 이후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 즉 채무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범충돌에 대하여 종래 학설과 판례는 제587조를 특정물채권의 목적
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에 관한 예외규정 12)이라고 하든가 또는 제587조 제1문
은 매수인이 이행기 이후에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매매목적
물의 운용이익과 그 목적물의 관리비용 및 매매대금의 이용수익을 간이하게 정산하
려는 취지의 규정 13 )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제587조 제1문은 과실
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라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종래 학설의 입장은, 이하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
이 의심스럽다.
(2 ) 批 判 的 檢 討
1) 果 實 收 取 權 에 관 한 法 律 規 定 들 의 性 格
어떠한 물건으로부터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그
수익을 발생시킨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이것 또한 독립된 물
건이므로 그에 대한 물권적 귀속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민법은 제
11)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권자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과실 귀속의 문제는 물권적 차원의 문제인데,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채무의 이행기는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특정물채권관계에 있
어서 당해 특정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다면 이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권에 따라 판
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이행기 이전의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과실의 법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즉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행기에 채권자에게 특정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자는 채무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기 이후에 특정물로부터 발생된 과실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을 이익으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제393
조 참조).
특정물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물권적 지배권을 가지
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그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과실 자체를 인도한다면 이
는 그 본질에 있어서 원물배상의 형태로 행해지게 되는 손해배상인 것이다.
12) 특히 郭潤直, 앞의 책 «債權總論», p. 50.
13) 인천지법 1994. 11. 10. 94가합11589; 金亨培, 앞의 책 «債權總論», p. 66; - 金相容, 앞의 책
«債權總論», p. 4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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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에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
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간에 과실수취권자는 원물에 대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과실귀속은 물권질서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원물에 대한 수익권자는 누구인가? 민법 제211조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물에 대한 제1차적 수익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천연과실의 소
유자는 원물의 소유자 라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원물에 대한 수익권이 원물의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학설은 원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수취권이 인정되
는 자로서 선의의 점유자 (제201조), 지상권자 (제279조), 전세권자 (제303조), 유치
권자 (제323조), 질권자 (제343조), 저당권자 (제359조), 매도인 (제587조), 사용차주
(제609조), 임차인 (제618조) 등을 들고 있다.14) 종래의 다수설에서는 이들의 과실수
취권을 과실의 소유자는 원물의 소유자 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관념함으로써 이
들의 과실에 대한 권리내용과 과실의 소유자는 원물의 소유자 라고 할 때의 원물
소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과실수취권 을
과실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입장은 어떤 자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과
실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동일평면상에 있는 등가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과실수취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자가 과실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권리는 경우
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
상권자, 전세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등이 과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내용은 과
실에 대한 소유권 자체임에 반하여, 유치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는 과실의 교환가치15)인 것이다.
요컨대, 어떤 자가 과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 자체일 수도 있으며 다
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의 주된 문제는 과실의 소유
권 귀속에 있음은 물론이다.
연구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과실도 과실 자체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다. 그리고 X
와 Y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물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재
산권이전채권을 가질 뿐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익권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
면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은 민법 제102조가 정하는 규준에 따라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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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유치물, 질물 또는 저당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이들 담보물의 소유권자에
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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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문은 제587조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에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 제 5 87조 의 제 1문 의 引 渡 에 관 하 여
제587조는 제1문은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귀속의 기준을 인도시로 규정
하고 있으며, 종래의 통설 및 판례는 이 규정을 과실의 귀속질서에 관한 예외규정
또는 특별규정이라고 본다. 과연 그러한가?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민법 제567
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게 되는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점
에서 볼 때에도, 매매계약에 관한 절에 속해있는 제587조를 예외적 규정 또는 특별
규정으로 보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제587조 제1문은 일본 민법 제575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물권변동에 관하
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민법 (제176조, 제177조 참조)에 있어서는
제575조 제1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항요건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의 소유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과
실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제
587조 제1문은 일본 민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당해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수인은 원물에 대한 소유권자이므로 과실수취
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산매매에 있어서 제587조 제1문은 당연한 규정이 된
다.16) 다음으로, 부동산매매의 경우에는 제587조 제1문의 인도 가 과실수취권과 관
련하여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과실수취권은 매수인
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17) 결국 제587조 제1문은 동산에 관하여는 당연한 규정, 부
동산에 관하여는 물권변동이론과 상치되는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8)
그리고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수취권은 귀실귀속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
102조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16)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5, p. 226.
17)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5, p. 226.
18) 현행 민법 입법자료(民法案審議錄, 上卷, 1957, p. 341)에 의하면, 제587조와 관련하여 독일
민법 제446조 제1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독일 민법 제446조는 매매목적물의 수익권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시로부터 매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어서, 제587조 제1문은 독일 민법의 태도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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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 5 87조 의 제 2문 의 利 子 에 관 하 여
제587조 제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은 그의 주된 급부의무인 대금채무
의 이행기가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있지 않는 한 이자
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이자 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이자 는 지연배상의 본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 있어서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19 )
제2문의 이자 가 지연배상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는 이행지체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배상책
임을 지게되는 시점의 판단기준은 물론 이행기이다. 즉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행
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다. 그런데 제587
조 제2문은 금전채무자인 매수인이 지체책임을 지는 기준시점을 이행기가 아닌 매
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제
587조 제2문의 규범내용은 계약책임법의 일반법리를 일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2문은 매매계약에 있어
서의 특칙으로서 이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
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제1문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양당사자의 이익의 균
형을 위하여 둔 것20)이라고 한다. 다른 민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587조 제2문 또
한 법률관계에서의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위하여 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
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단순한 특칙으로 보는 입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쌍무계약의 전형인 매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587조 제2문은 쌍무계약의
일반적 특성이 매매계약관계에 투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양 채무는 성립·이행·존속에 있어서 견연
관계에 있다. 제587조 제2문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
19) 1981년 5월 26일 판결(대판 1981. 5. 26. 80다211)에서 대법원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
인에게 동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
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1995년 6월 30일 판결(대판 1995.
6. 30. 95다14190)에서는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
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판
시하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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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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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상환성을 염두에 두고 지연이자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매수인
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연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1)
왜냐하면 매수인이 비록 이행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
체는 책임귀속요건22)으로서의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587조 단서가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제587조 제2문은 매매계약상의 특칙
이라기보다는 매매계약의 쌍무계약성의 일반적 특질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제587조 제2문의 이자 를 위와 같이 보았을 때, 이 규정이 동시이행관계로 상정
한 것은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인데, 이러한 규율태도
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도인의 채무인 재
산권이전채무는 목적물인도의무 뿐만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포함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이 동시에 소유
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587조 제2문의 내용이 규율적합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만으로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완
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매
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는 해주었으나 아직 인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매도
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매수인은 대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
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인도채무는 이행하였으나
아직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제587조 제2문의 문언대로 한다면
매수인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해
결책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
이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587조 제1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문도 부
동산매매에 있어서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결과가 된다.
21)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관계에 기초한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하든 그러하지 않든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쌍무계약에 있어서
각 채무는 서로 원인(causa)으로서의 기능하기 때문이다. 판례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
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
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8. 3. 13. 97다54604,54611)라는 입장으로서 같은 결론을 보
이고 있다(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판 1992. 7. 24. 91다38723,38730; - 대판 1995. 7. 14. 94다
12739; - 대판 1997. 7. 25. 97다5541; - 대판 1997. 8. 22. 96다40851,40868 등).
22) 이행지체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행지체의 개념에 위법성, 귀책사유를 포함
시키는 설명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행불능, 이행지체는 계약책임 성립을 위한 기초사실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행불능, 이행지체가 위법성, 유책성 등과 같은 책임요건을 갖춘 경우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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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硏究對象判決의 檢討
(1) 果 實 實 收 取 權 者 : 法 律 行 爲 解 釋 의 必 要 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87조는 동산매매에 관하여는 당연한 규정이며 부동
산매매에 관하여는 규율적합성이 없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입법론적 차원에서 보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동산매매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대상판결의 사안은 부동산매매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목적인 부동산
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수취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제587조가 아니라 제102조를 규
준으로 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대상판결에서 문제된 과실이 법정과실이므로 제
102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의 법정과실은 매도
인 X가 매수인 Y에게 이전등기시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한
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연구대상판결이 과실수취권을 매도인 X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고 Y가 J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로 J로부터
소송비용과 임료상당액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인 20,000,000원은 구체적으로 어떻
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20,000,000원 중 소
송비용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Y가 X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분이다(제741조). 왜냐
하면 Y의 J에 대한 소송비용은 X가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가?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단순히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정산하는 것으로 족한가? 연구대상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102조는 임의규정
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주된 분쟁점인 과실수
취권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약정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문제
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실수취권에 관한 X와 Y의 의사를 세심하
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X가 Y에게 6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외형상으로는 Y만을 위한 일방적인 것으로 되
어 있으나 Y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쌍방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둘째, X가 Y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면서 J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
도록 한 것은 X가 Y에게 오직 부동산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
지 부동산의 인도와 아울러 결과된 임료상당액 부분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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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측면에서 볼 때, X·Y간의 법률행위의 내용에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 그
러므로 보충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측면 중 첫 번째는 연구대상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로부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두 번째 측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 그리 어렵지 않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X·Y간의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법률행위 규율상의 틈을
보충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가? X가 Y에게 인도지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만일
J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임료상당액이 지급된다면 이는 X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
다는 내용을 가정적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과실수취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Y가 J로
부터 수령한 20,000,000원은 중 임대료 상당액은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익권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X와 Y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당사
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제102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문제의 임대료 상당액은
X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 損 害 賠 償 關 係
연구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X·Y간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분쟁에는 손해배상채권관계가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 Y는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X와 피고 Y간의 계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는 이들 각각의 계약내용과 이행상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도인 X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 Y의 중도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에 있다. 이 양 채무의 이행상태는 어떠한가? 매수인 Y는 약정일에 중도금을 지급
했음에 반해, 매도인 X는 J 명의의 가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
등기말소 대신에 Y 명의로 본등기를 해 주었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중도금지급채무 및 이 채무와 상환적 이행관계에 있는 원
고의 채무는 모두 이행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잔금에 관하여 X와 Y는 부동산인도와 상관없이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
로 약정하면서 그 대신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Y에게 6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X의 부동산인도의무 및 인도
지연배상금 지급의무와 Y의 잔금지급의무의 관계는 후자가 선이행의무이다. 그런데
Y는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지연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대상판결에서 피고 Y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용될 수 없
으며, 연구대상판결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손해배상채권을 말한다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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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X가 Y에게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IV . 맺 음 말
위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물권
변동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가 아니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성립요건주의 하에서는 부동산매매의 경우
에 매도인의 물건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의 완수시점에 시간적 격차가 있게 된
다.
둘째, 특정물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자 판단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기는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이론구성에 있어서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매계약과 같은 재
산권이전형계약에 있어서 과실수취권자의 판단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판결의 핵심적 분쟁사항인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한
수취권 문제는 물권적 차원의 문제이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은 채무불이
행에 대한 제재(예: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 과실귀속
권자의 판단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넷째, 매매계약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및 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이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587조는 현행법의 체계상 그 적용범위를 동산매매로 한정하
는 축소해석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론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규정이라는 것
이다.
다섯째, 계약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임의규정의 적용
에 앞서 법률행위의 해석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당
사자들에게 있어서의 계약내용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에 구속되기를 원하여 그들 스
스로에 의하여 창출된 그들의 법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연구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이나 그 결론에 이르는 법리전개 과정
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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