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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은 안재원 역, 키 로의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도서출  길, 

2006. 9.)에서 법정연설을 다룬 부분을 시 으로 골라서 법률용어의 역어  

번역의 정성이라는 에서 검토한 평이다. 검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으

로 명되었다. 이 국역본은 ① 법률용어의 이해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오류를 

보 고, 심지어는 수사학 용어도 많은 경우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고,  ② 

문장의 번역에 있어서도 언뜻 보면 그런 로 읽힐 만하게 번역된 것 같은 인상

을 주지만, 기실은 엄 성과 정확도가 의외라고 할 정도로 미진하며, ③ 번역의 

底本으로 삼은 원문 텍스트의 讀法과 련해서도 반드시 최선의 것을 선택했다

고는 생각되지 않고, ④ 수사학 련 문용어의 역어 선택에 있어서도 과연 성

공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⑤ 역주도 본문의 이해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충실히 제공했는지 재 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어도 이 에서 다룬 부분들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 히 새로 

번역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독자들에게 그 수정본을 제공해야 마땅할 것이고, 다

른 부분들도 東西古今의 先學들의 성과를 두루 참조한 가운데 보다 겸허한 자세

로 보다 신 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論庫, 論想, 로마법, 법정연설, 수사학, 演述論, 키 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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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작년에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  참여에 한 법률｣(제정 2007. 6. 1 법률 제

8495호)에 의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배심원들이 재 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되

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의 변론의 역할과 비 이 커지면서 수사학과 演述論1)

에 한 법률가들의 심도 커질 망이다. 곧 출범할 법학 문 학원의 교육과

정에서도 지 까지의 법학교육과는 달리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한 심이 

증 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시 에서 수사학 련한 을 쓰는 것은 

나름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근자에 힘이 아니라 말로 다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다운 이라고 갈

했던2) 키 로의 <수사학>(Partitiones oratoriae) 국역본이 고 학을 공한 안재원

에 의하여 출 되었다.3) 서양 고 의 문화유산이 원어로부터 번역되어 우리나라

에 소개되기 시작한 역사 자체가 매우 일천하거니와, 그 에서도 그리스는 상

으로 연구자도 많고 번역에 한 심도 각별하여서 문학 작품과 철학 작품의 

국역본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로마는 상 으로 조하여 일단 번역

이 나오기만 하면 그 자체로 고맙고 환 할 일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원어 번역본이 지 까지 담당하지 못해온 역할과 기능은 체로 들을 

한 역본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완되어 왔음도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실한 

1) 웅변술의 체제에 관한 이론 전체를 수사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꾸미고 
다듬는 文彩에 국한된 듯한 인상을 주므로 적절치 못하다. 이를 演述論이라 부르자는 
졸견에 관해서는 졸저, 로마法硏究(I)-法學의 源流를 찾아서- (1995), 231 주 1. 수사학
이라는 용어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일반화된 것은 예전의 구술문화에서 그것이 수행했
던 口演의 역동성이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된 기록문화성에 의해 驅遂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제2의 구술성이 인류 문화 전반에 새롭게 대두했음은 매우 주목
할 만한 현상이다. 참고로 김헌, 한 연설. 고  아테네 10  연설가들을 통해 보

는 서구의 뿌리 (인물과사상사, 2008), 161 + 171 미주 8은 文彩를 ‘글무늬’로 갈음하
고 있다. 매우 좋은 시도이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이미 文 자체가 무늬이고, 또 아
쉽게도 무늬뿐만 아니라 빛과 색까지도 함축하는 彩가 정태적인 무늬와는 달리 일정
한 동태적 양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글무늬가 文彩를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다소 미
흡한 감이 있다. 그래서 나름으로 멋과 맛을 함축하여 역시 동태성을 지닌 ‘글맵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Cicero, de officiis 1.11.34: Nam cum sint duo genera decertandi, unum per 
disceptationem, alterum per vim, cumque illud proprium sit hominis, hoc beluarum, 
confugiendum est ad posterius, si uti non licet superiore.

3) 키케로 지음 / 안재원 편역,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도서출판 길,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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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본은 그 나름으로 요한 사회  문화매체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로마’ 

하면 당연히 키 로를 떠올릴 정도로 로마의 문헌에서 키 로의 작이 차지하

는 비 은 가히 압도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키 로의 술은 그리스 

문헌에 한 이해 없이는 제 로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번역자가 그 못지않게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에 두루 익숙해야만 한다는 당 인 요청으로 연결되면서, 

번역 작업의 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 학 자체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아직 키 로의 작품 번역과 같은 사업이 개시되지도 못

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이런 에서 보면, 고 학을 공한 안재

원이야말로 키 로 번역의 임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수사학>의 번

역을 시작으로 일련의 련서를 번역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런데 키 로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섭렵해야 한다는 언어 

차원의 기본 인 요청 외에도, 그가 로마의 문화를 변하는 로마의 지성인이었

다는 사실로 인해, 특히 수사학의 방면에서는 더욱이나, 로마 문화에 침윤되고 

편만된 법문화  속성을 모르고서는 그의 작품을 제 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에서 좁은 인문학의 범 를 뛰어 넘는 문 학식, 특히 로마법에 한 인식이 

한 필요한 것이다. 

이 은 이런 맥락에서 로마법을 공한 평자가, 그 지 않아도 안재원의 동 

번역본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던 졸고4)가 인용되고 있는 인연도 있고 해서, 

학문 상호간의 소통을 통한 보완이라는 취지에서 고 학자 안재원 박사의 국역

본에 하여 우선 으로는 문화의 특수 역인 법이라는 에서, 그리고 더 나

아가서는 번역 일반이라는 에서 부족하나마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번역은 반역이라고 했다던가, 번역을 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옮기는 것이므로, 번역을 흠잡거나 안을 제시하기로 하면, 이는 실로 끝이 없

는 논담에 빠져들 것이고, 이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번역본과 다른 

새로운 번역본을 제공하여 사계의 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인데, 평자로서는 이

러한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곳에서는 그  소고의 분량 안에서 가능

하도록 몇몇 구 들을 상으로 하여 졸견을 밝히는 데 그치기로 한다. 참고문헌

도 의 성격상 최소한으로 제한하 다. 상으로 삼은 부분은 법과 가장 히 

연 된 법정연설 부분  말하자면 총론에 해당하는 §§ 98-109이다. 서술의 방식

4) 졸저, 로마法硏究(I)-法學의 源流를 찾아서- (1995), 215-237 (“古代演述論과 犯罪槪念
徵表의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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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역본이 이용한 원문을 먼  소개하고 평자가 논평하고자 하는 부분에 일련

번호를 매긴 다음, 그 순서 로 해당 번역을 소개한 후, 그에 한 평자의 의견

을 개진하는 식으로 정하 다. 일련번호는 반드시 번호 바로 다음에 오는 단어나 

구 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정한 부분을 두루, 즉 일부 는 

부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II.

그러면 이제 원문과 번역문을 각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98] C.F. Cognovi iam laudationis et suasionis ① locos: nunc quae iudiciis 
accommodata sint exspecto, idque nobis genus restare unum puto. C.P. Recte 
intellegis. Atque eius quidem generis finis est ② aequitas, quae non simpliciter 
spectatur sed ex comparatione nonnumquam, ut cum de verissimo ③ accusatore 
disputatur aut cum hereditatis sine lege aut sine testamento petitur possessio, in 
quibus ④ causis quid aequius aequissimumve sit quaeritur; quas ad causas 
facultas petitur argumentationum ex eis de quibus mox dicetur aequitatis ⑤ locis.  

① 논의, ⑤ 논고 ￭ 먼  지 할 것은 locus(topos)의 역어 문제이다. 번역자

는 이를 論議(혹은 論意?), 論庫(論據倉庫), 場所, 토포스 등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른 용어를 구사하여 번역하고 있다.5) 그러나 역어의 선택은 일 성과 특정성, 개

념 재 의 정확성, 다른 어휘와의 차별성, (어쩌면 한 로 표기할 경우 혼동의 

여지가 없을 것도 포함하여) 이해의 용이성, 발음의 편의성 등을 기 으로 종합

으로 단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수 이다. 평자로서는 이러한 기 에 비추어 

볼 때 ‘논거’(이는 통상 argument의 역어로 쓰인다)보다는 “論想”이,  순 한

로 표기할 경우 論告나 論考와 쉽게 혼동되어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고 

에도 낯선 ‘논고’(論庫)나 는 그 원말로서 무 직설 이고 지나치게 具象的

인데다가 그다지 품격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어휘인 ‘논거창고’보다는 “論想所”

가 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locus란 논증(argumentation)에 동원된 논거가 

5) 이에 관한 역자의 입장은 동 번역서 76f. 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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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러한 논거를 제공해  수 있는 일정한 양태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는 스테 오타입의, 생각이나  는 논 들, 곧 ‘論想’들과 그로부터 이러한 

개별 인 論想들을 취할 수 있다고 념되는 논상의 집합, 공간의 비유를 빌어 

표 된 그 語義와 語感을 살려 말하자면 논상의 寶庫, 貯藏所(repertory, 

repository),6) 즉 ‘論想所’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근자에 순수한 우리말 어휘를 써서 ‘말터’라고 옮긴 양태종의 시도7)가 돋보이는 

것은 어도 ‘논고’보다는 오해의 여지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평이한 낱말이

라는 장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휘를 취할 수 없는 이유는 

우선 ‘터’란 어떤 것이 재 자리 잡아서 꽉 차있거나 아니면 장차 자리 잡아서 

채울 장소로서 재는 비어있는 空地를 의미하여( 컨  장터, 터, 집터) 어떤 

것이 수시로 그것을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는 장소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고, 둘째로 論想을 그  ‘말’이라고 표 하는 것은 수사학의 모든 상이 

‘말’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려하면 한 지시기능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논상을 활용하는 방법론 인 근(Topik)은 ‘論想論’이라 부를 수 있다. 

논상론의 주된 기능은 발견술(Heuristik)에 있다.8) 그리고 굳이 ‘논고’라는 용어를 

구사하고자 한다면 어도 호 속에 漢字를 병기하는 서비스는 해 주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이 어휘 자체가 순 한자로 조합된 신조어인 한, 한자의 사용은 필

수 이기 때문이다. 역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인문학도들에게서 발견되는 한자 

사용에 한 거의 알 르기 인 거부 반응은 명백히 인문학의 정신에 반하는, 도

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문화에 한 폭거이다.9) 

6) [109] … quique illos locos tamquam thesauros aliquos argumentorum notatos habet …
7) 키케로 지음/양태종 역주, 화술과 논증 (유로, 2006), 10. 이 책은 <토피카>의 독일어 

번역본인 Topica: Die Kunst, richtig zu argumentieren, hrsg., übers. u. erl. v.  Karl 
Bayer. (München: Artemis & Winkler, 1993)를 중역한 책이다.

8) [109] Disceptatio autem cum est constituta, propositum esse debet oratori quo omnes 
argumentationes repetitae ex inveniendi locis coiciantur. …

9) 이 기회에 2007년 5월 28일자 서울대학교 大學新聞, 11면에 실렸던 평자의 글 하나
(제목: “한글 전용과 문화 역량”)를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나는 한글의 창제는 오랜 한문생활에 침윤된 우리 문화에 즉물성을 회복시킨 쾌거
(Restoration of the Reality)라는 의미에서 서양사에 있어서 로마법의 繼受(Reception of 
Roman Law), 종교개혁(Reformation), 문예부흥(Renaissance)과 더불어 4R이라고 주장해 왔
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한글 전용론자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글 전용의 모습은 내가 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한 인간학 책에서 “무상성”이란 단어를 보고 無
常性인가 했는데, “무상성(gratuità)”을 보고서야 無償性임을 괄호 속 이탈리아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비허(kenosis)”에 이르니 그리스어를 보고 우리말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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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평성 ￭ Aequitas는 일반 으로 형평, 형평성이라고 번역되곤 한다. 그러

나 우리말로 형평이나 형평성이라고 할 때에는 ‘구체  타당성’ 는 ‘평등한 

우’와 같은 어의나 어감을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응

하는 어인 equity가 보다 엄정한 법인 commom law에 비되어 형평법으로 이

해되는 것도 이러한 용례에 속한다.10) 그러나 용어의 구체 인 의미는 문맥을 떠

나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법이다. 결국 우리의 문맥에서 aequitas가 무엇을 지시

하는가를 밝 야만 하는 것이다. 그 게 볼 때, coniectura, definitio, qualitas 등

의 모든 쟁  상황에 공통된 목표(finis)로서,11) 그래서 한 기 (norma)으로서 

판이다. 요즈음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 하는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쉽게 
이해시키려면 “正義의 定義”라고 하면 될 일을 한자를 금기시하는 ‘친절한 필자씨’께서 
굳이 영어를 덧붙여준 것이다. 이런 식의 한글 전용은 우리 문화를 위축시키다 못해 파
괴하는 저급의 한글 전용이고, 그래서 나는 결단코 반대한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
에는 한글 전용파 국어학자들의 기여가 지대하다.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유감이 아주 
많다. 무늬만 한글 전용을 주장했지, 직무유기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본적
인 오류는 언어가 제대로 된 문화 역량의 擔持者가 되려면 자체 造語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는 비과학성에 있다. 또 문화 역량은 축소 지향의 언어정
책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성급하게 우리 문화의 
중추였던 한자를 배제한 그 저돌성에 있다. 한자어를 음만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 전용
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어무식쟁이 국민을 양산하는 下之下策일 뿐이다. 배우기 어려우
니 한자는 그만 두자는 핑계는 그야말로 사이비 교리이다. 영어는 배우기 쉬워서 배우
는가. 우리말의 대종을 이루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젊은 세대들이 개념의 이해
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말과 글이 그 사이에 얼마나 빈약하고 빈
곤해졌는지 걱정되지도 않는가.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첫째로,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어를 두루 개발하고(가령 ‘의성어’→‘소리시늉말’처럼), 그 
사전을 편찬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고유어-한자사전(가령 속이다-광 誑 誆; 괘 詿; 궤 
詭; 기 欺; 란 讕; 류 謬; 만 謾; 무 誣; 사 詐; 탄 誕; 태 紿 詫; 편 騙; 홍 哄; 휼 譎)도 
만들어 신조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새 자모를 개발해야 한다. 나 자신 몇 년 전 서양어 f 
및 v의 음가를 표기할 새 자음으로 立와 ∀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도 적극적으
로 우리 한글의 문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셋째로, 꼭 필요한 경우 적어도 한자를 병기하는 지혜를 살려야 한다. 이런 때의 한자 
사용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의사소통이 최우선기능인 언어의 본령
을 몰각하는 짓이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
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한 성경의 말씀(개역판 고린도전서 14,10-11)이야말로 소리글자인 
한글에 특히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 야만이 되지 맙시다.｣

10) Cf. Cicero, de officiis 3.16.67: ius Crassus arguebat … aequitatem Antonius; de oratore 
1.56.240: Galba autem adludens varie et copiose multas similitudines adferre multaque 
pro aequitate contra ius dicere.

11) Cicero, de inventione 2.4.12: in iudiciis quid aequum sit quaeritur; 2.51.156: plac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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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해야 하는 aequitas는 결국 ‘만인에게 평등하게 용되는 법에의 합치성’,12) 

더 나아가 그러한 ‘합법성’에서 자신을 표출하는 ‘正義’13)에 다름이 아니다.14) 키

로의 aequitas 용법은 다양한 문맥에서 단순한 형평이나 형평성을 뛰어 넘는 

보다 상 의 개념이고, 실제로 <수사학>에서도 체 법체계(iuris ratio)를 구성하

는 natura와 lex에 공통된 verum, iustum, aequum et bonum의 원리이면서, 한 

信賞必罰의 정의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15) 이와 련한 역자의 설명(번역서 

305면 역주 2)을 보아도 ‘형평성’이란 역어는 치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

다. 역어로서는 “公平之理” 는 “公理”, 아니면 동양 통법의 용어에서 따와서 

“平正(之理)”16)라고 하면 어떨지(후술 [100] ⑨ 참조). 이런 표 이 무 고색창

연하다고 느끼면 그 의미를 살리되 아주 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이 어떨지.17)     

③ 원고 ￭ 원래 刑事訴追者를 가리키는 accusator를 역자는 일 되게 ‘原告’

로 표 하 다. 오늘날의 법률용어로는 ‘원고’란 민사소송의 능동  당사자만을 

iudiciali genere finem esse aequitatem, hoc est, partem quandam honestatis; in Verrem 
II.3.95.220: si vos semel in iudicando finem aequitatis et legis transieritis. Cf. Cicero, 
topica 24.91: iudicii finis est ius, ex quo etiam nomen.

12) Cicero, de officiis 1.34.124: privatum autem officium oportet aequo et pari cum civibus 
iure vivere.

13) Cicero, topica 23.90: atque etiam aequitas tripertita dicitur esse; una ad superos deos, 
altera ad manes, terita ad homines pertinere. Prima pietas, secunda sanctitas, tertia 
iustitia; de officiis 1.19.64: difficile … est, cum praestare omnibus concupieris, servare 
aequitatem quae est iustitiae maxume propria; 2.22.78: quae (sc. aequitas) tollitur 
omnis si habere suum cuique non licet; 2.24.85: in primis operam dabunt … ut iuris 
et iudiciorum aequitate suum quisque teneat.

14) 졸저, 로마法硏究(I)-法學의 源流를 찾아서- (1995), 138ff.; 112ff. 참조.
15) [129] … Quod dividitur in duas partes primas, naturam atque legem, et utriusque 

generis vis in divinum et humanum ius est distributa, quorum aequitatis est unum, 
alterum religionis. 
[130] Aequitatis autem vis est duplex, cuius altera directa et veri et iusti et ut dicitur 
aequi et boni ratione defenditur, altera ad vicissitudinem referendae gratiae pertinet, 
quod in beneficio gratia, in iniuria ultio nominatur. Atque haec communia sunt naturae 
atque legis. …
이와 관련하여 번역서 367면 역주 2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자는 [129]와 
[130]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는 natura와 lex 양자에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는 그 역
어가 로마법학에서 ‘萬民法’으로 정착된 것이며(후술 각주 39), ⓒ에서 aequum과 
bonum은 한 짝으로 묶어야 한다(후술 [100]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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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므로 어  보면 부 한 어법일 수도 있겠다. 키 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법정연설의 모델이 형사소송의 소재를 심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표 은 서술의 편의상 민사소송의 원고

(actor, petitor)도 아울러 지칭한 것임18)을 고려하면,  로마법상 accusatio가 민

사불법행 소송의 경우에도 사용되었던 사실19)을 고려해 보면, 일반 으로 재

차에서의 그 역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므로 이상의 사정을 

인지한 상태라면 그 로 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로마법상 형

사 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피고나 두루 reus로 지칭되었다(후술 [103] ⑥).

법(ius)

신법(divinum, 종교) : 인간법(humanum)

자연 본성(natura) 실정법(lex)

ⓐ 형평성(aequitas) 성문법(ea, quae scripta) 불문법(sine litteris)

상호 균등의 원칙

(등가 원리) 사법(lex privata) 공법(lex publica)   ⓑ 종족법

(ius gentium)

  진실(verum)
  정의(iustum)
ⓒ 평등(aequum)
  선량(bonum)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자연법 통

(communia legis atque naturae) 실정법에 속하는 하  역들(propria legis sunt)

16) [漢書, 鼂錯傳] 立法若此, 可謂平正之吏矣.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四 (昭和59年, 修訂
版第1刷), 499면 (9167-358)에서 재인용.

17)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표현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
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
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18) [110] … sed accusatorem pro omni actore et petitore appello: possunt enim etiam sine 
accusatione in causis haec eadem controversiarum genera versari …

   여기서 actor는 對物訴訟의 원고를, petitor는 對人訴訟의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번역본의 ‘고소인-고발인’ 및 ‘청원인’이란 역어는 잘못이다. 물론 actor는 경우에 따라
서는 accusator의 동의어로도 사용되었지만(예: Papinianus libro secundo de adulteriis 
D.48.16.10.pr: Aut privatim actore postulante (sc. abolitio fit). tertio genere fit ex lege 
abolitio accusatore mortuo vel ex iusta causa impedito, quo minus accusare possit), 현
재의 문맥에서는 민사소송의 원고를 지칭함이 명백하다.

19) 가령 Pap.-Ulp. 14 ed. D.5.2.6.2; Tryph. 17 disp. D.5.2.22.pr; Paul. lib. sing. de 
septemvir. D.5.2.7; Paul. 1 de iure fisci D.34.9.5.3; D.eod.5.7; Ulp. 6 opin. 
D.5.2.27.pr; Ulp. 9 ed. D.3.3.35.1; D.eod.39.7; Ulp. 35 ed. D.26.10.1.7; D.eod.3.6; 
C.12.19.14.pr Imperator Justinus (518-527): in accusationem civilis causae vel criminalis 
dedu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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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정 공방 ￭ 수사학 용어로 causa만큼 번역이 어려운 단어도 없을 것이

다. 그 語義는 크게 ‘까닭, 원인, 근거, 이유’를 지시하는 쪽과 ‘경우, 사건, 사안; 

법률분쟁, 소송, 訟事, 법정연설’을 지시하는 쪽으로 별된다. 좀더 기술 으로는 

quaestio infinita(비한정 , 일반 , 포  문제: thesis, propositum, consultatio)에 

비되는 quaestio finita(한정 , 개별  문제: hypothesis, controversia)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슷비슷한 어휘들 사이에서 문맥상 가장 한 역어를 고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법정 공방’(후술 [99]의 contentio 참조)으로 옮

긴 것은 訟事의 동태  국면을 잘 포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99] Atque etiam ante iudicium de constituendo ipso iudicio solet esse 
contentio, cum aut ② sitne actio ① illi qui agit aut iamne sit aut ③ num iam 
esse desierit aut illane lege hisne verbis sit actio quaeritur. ④ Quae etiam si 
ante quam res in iudicium venit aut concertata aut diiudicata aut confecta non 
sunt, tamen in ipsis iudiciis permagnum saepe habent pondus cum ita dicitur: ⑤ 
plus petisti; sero petisti; ⑥ non fuit tua petitio; non a me, non hac lege, non 
his verbis, non hoc iudicio. 
① 재 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 illi qui agit는 ‘재 을 요구하는’  사

람보다는 ‘訴求하는’ 자가 더 실하다. agere란 actio(訴權)20)을 행사하여 재 상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원고에 한하지만,  ‘재 을 요구하는’ 

것은 구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물론 번역자의 의도가 이것이 아니란 것은 

인정하지만 좀 더 엄 한 표 을 선호하자면 말이다). 

② 재  성립이 가능한지 ￭ 따라서 sitne actio도 ‘소권이 있는지 여부’로 역

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재 의 성립’은 소권의 존부라는 요건 외에도, 역자 스스

로 307면 역주 3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다른 많은 요건의 존부에 따라 갈리는 것

이므로 엄 한 번역으로는 당하지 않다. 

③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 num iam esse desierit도 ‘소권이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인지’ 하는 식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와 같은 번역은 피해야 한다. 법 인 맥락에서 ‘時效’란 매우 

20) 로마 법률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actio란 ius, quod sibi debeatur, iudicio persequendi이
다(Celsus 3 dig. D.44.7.51). 同旨 Institutiones Iustiniani 4.6.pr: actio nihil aliud est, 
quam ius persequendi iudicio, quod sibi debe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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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법기술  내용을 갖는 것이어서 막연히 일반인의 에서 이러한 용어

를 구사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엄 히 말하자면, 소권이 부존재하게 된 

사유는 시효 아닌 다른 사유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 비록 본 재  이 에는 논란거리이고 미 결 상태이며 따라서 완결된 

싸움이 아님에도, 이 공방들은 … ￭ Quae etiam si ante quam res in iudicium 

venit aut concertata aut diiudicata aut confecta non sunt 번역문장의 경우 주어인 

quae의 역어가 양보문(etiam si)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주문에서 비로소 나타나므

로, 양보문의 내용이 애매해지는 난 이 엿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concertata, 

diiudicata, confecta 모두를 부정하는 non을 뒤의 두 개에만 결부시킨 것은 분명

한 오역이다. ‘사안이 재 의 상이 되기 에는 이 공방은 論盡되지도, 결이 

나지도, 완료되지도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⑤ 당신의 요구는 과도합니다 ￭ plus petisti는 ‘당신은 過多하게 請求했습니

다’(법에서는 ‘요구’보다는 ‘청구’를 사용한다)로 옮기는 것이 더 하다.21) 

⑥ 당신의 요구는 나에 의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조항에 의거해서, 이 

재 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non fuit tua petitio ~ non hoc 

iudicio 문장은 어순을 살려서 ‘당신의 청구는 근거가 없었습니다/당신에게는 청

구권이 없었습니다. 나에게서 청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등’ 하는 식으로 옮기

는 것이 어떨지. 

21) 과다청구에 관해서는 Cf. Gai. 4.53a-54: (53a) Plus autem quattuor modis petitur: re, 
tempore, loco, causa. Re, ueluti si quis pro x milibus quae ei debentur xx milia 
petierit, aut si is, cuius ex parte res est, totam eam aut maiore ex parte suam esse 
intenderit. (53b) Tempore plus petitur, ueluti si quis ante diem petierit. (53c) Loco 
plus petitur, ueluti si quod certo loco dari promissum est, id alio loco sine 
commemoratione eius loci petatur, uelut si quis ita stipulatus fuerit EPHESI DARE 
SPONDES?, deinde Romae pure intendat DARI SIBI OPORTERE. … (53d) Causa plus 
petitur, uelut si quis in intentione tollat electionem debitoris quam is habet obligationis 
iure: uelut si quis ita stipulatus sit SESTERTIUM X MILIA AUT HOMINEM 
STICHUM DARE SPONDES? deinde alterutrum ex his petat; nam quamuis petat quod 
minus est, plus tamen petere uidetur, quia potest aduersarius interdum facilius id 
praestare quod non petitur. … (54) Illud satis apparet in incertis formulis plus peti non 
posse, quia, cum certa quantitas non petatur, sed QUIDQUID aduersarium DARE 
FACERE OPORTET intendatur, nemo potest plus intendere. … (56) Sed plus quidem 
intendere, sicut supra diximus, periculosum est; minus autem intendere licet; sed de 
reliquo intra eiusdem praeturam agere non permittitur. nam qui ita agit, per 
exceptionem excluditur, quae exceptio appellatur litis diuid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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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Quarum causarum genus est positum in iure civili, quod est in 
privatarum et publicarum rerum lege aut more positum; ① cuius scientia neglecta 
ab oratoribus plerisque nobis ad dicendum necessaria videtur. Quare ② de 
constituendis actionibus, ③ de accipiendis subeundisque iudiciis, ④ de excipienda 
iniquitate actionis, ⑤ de comparanda aequitate, quod ea fere generis eius sunt ut 
quamquam in ipsum iudicium saepe ⑥ delabantur tamen ante iudicium tractanda 
videantur, ⑦ paulum ea separo a iudiciis ⑧ tempore magis agendi quam 
dissimilitudine generis. Nam omnia quae de iure civili aut ⑨ de aequo et bono 
disceptantur ⑪ cadunt in eam formam causarum in qua ⑩ quale quid sit 
ambigitur, de qua dicturi sumus; ⑫ quae in aequitate et in iure maxime 
consistit.                      
① 이에 한 공부를 부분의 연설가는 무시하지만 나는 < - > 필수 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 cuius scientia의 scientia는 ‘공부’보다는 ‘지식’ 쪽이 더 

당할 것 같다. 련 정보를 얻는 과정보다는 그 터득한 성취가 여기서는 더 

요하기 때문이다.22) < - > 부분에 들어가야 할 ‘변론가의 활동에’라는 의미인 ad 

dicendum은 번역되지 않았다. 분명한 잘못이다. 

그리고 다음의 표 들은 각기 →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② de constituendis actionibus, ‘재  성립’에 하여 → ‘소권의 인정에 하

여’. actionem constituere란 법무 (praetor)이 일정한 법률 계에 하여 그에 해

당하는 소권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23)         

③ de accipiendis subeundisque iudiciis, 재 의 요구나 수용에 하여 → ‘소

송을 받아들이고/應訴하고 그것의 용을 받는 것/그것을 수용하는 것에 하여’. 

iudicium accipere는 제기된 소송에 하여 응소하는 것을 말한다.24)

④ de excipienda iniquitate actionis, 재  진행에 한 이의 제기에 하여 

→ ‘訴의 不公正함에 하여 抗辯하는 것에 하여’. 요한 iniquitas를 놓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원고 측의 소권 주장에 항하는 惡意의 抗辯

(exceptio doli)은 이러한 경우의 가장 형 인 다.25) 이 목이 ‘재  진행’

22) 변론가에게 법학 지식이 필수적인가의 문제는 Cicero, de oratore I.166-203; 234-255에
서 상세히 다룬다.

23) 가령 Marcellus 3 dig. D.4.1.7.1; Ulpianus 34 ed. D.25.5.1.1; Inst. Iust. 4.1.4 참조.
24) 가령 Iulianus 3 dig. D.3.3.75; Marcellus-Iulianus 40 dig. D.36.1.28(27).11; Scaevola 25 

dig. D.49.1.28.pr; Paulus 5 ed. D.3.2.14; Ulpianus 1 Sab. D.37.1.7.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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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련될 수 없는 이유는 역자도 인정하듯이 이들 문제가 “ 차상 본 재  이

에 다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데에서도 분명하다. 로마법상 항변 사유는 원

칙 으로 본 재  이 에 法廷節次에서(in iure), 즉 법무 의 면 에서 쟁 결정

(litis contestatio) 시에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행 민사소

송법상 변론 비 차(민소법 제279조, 제280조)에서 비서면에 의하여 방어의 

방법(민소법 제274조 제1항 제4호)이 제기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⑤ de comparanda aequitate, 형평성 유지에 하여 → ‘공정한/정의로운 재

을 요구하는 것에 하여’ 정도로 새기면 될 것 같다. aequitas가 comparare와 함

께 사용된 용례는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법기술 인 내용이 아니라 법이

념 인 요청을 표 한 것이다. 

이상의 4 가지 요 은 본 재 이 시작하기 에 피고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항사유들에 해당하며, 그것도 논리 인 순서에 따라 서술된 것이다. 즉, 원고의 

소권의 존부를 다투고, 소권이 정되는 경우 응소의 당부를 다투고, 응소하는 

경우 항변 사유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다툴지의 여부를 살피고, 항변을 하든 안 

하든 마지막으로 공정한 재 의 구를 통하여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키 로의 경우 열거는 단순한 임의 인 나열이 아

니라 나름 로 수사학의 원리에 따르는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드

러난다. 

⑥ delabantur ￭ 역자가 선호한 delabantur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과거시제

보다는 미래시제인 delabuntur로 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⑦ 약간 분리하는 것이다 ￭ separo를 ‘~ 때문이 아니고 ... ~에 의해서 분리

하는 것이다’로 역출하면 ‘~ 때문이 아니고 ... ~에 의해서 나는 분리한다’, ‘내가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 때문이라기보다는 ... ~때문이다’라는 키 로의 주  

의도 자체가 잘 감지되지 않는다. 

⑧ 재  진행의 차  시기에 의해서 ￭ tempore agendi의 해석은 문제이

다. 역자처럼 ‘재  진행의 차  시기에 의해서’라고 이해하면 agere를 ‘재  

진행’ 행 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다소 막연한 표 이다. 오히려 의 논 들이 

25) D.44.4.2.5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sexto ad edictum. 
    Et generaliter sciendum est ex omnibus in factum exceptionibus doli oriri exceptionem, quia 

dolo facit, quicumque id, quod quaqua exceptione elidi potest, petit: nam et si inter initia 
nihil dolo malo facit, attamen nunc petendo facit dolose, nisi si talis sit ignorantia in eo, ut 
dolo ca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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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서 제기되는 시 이어야 가장 취지에 맞는다는 사실과 그러한 문제 제기

를 키 로가 수사학의 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agere를 

‘(그 문제에 해) 연설하다/변론하다’26)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좀더 넓게 표 한다면 ‘소송 수행’이 될 것이다.

⑨ 형평성 그리고 법성 ￭ aequum et bonum은 ‘형평성 그리고 법성’으
로 분리하기에는 마치 그리스어의 καλός κἀγαϑός처럼 이미 단일 개념어로 굳어

진 成句이다.27) 이러한 聯綿句를 분리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문자의 본의에 집착한 해석[望文生義]28)의 일종으로서 쪼개서는 안 될 것을 

쪼개어 낱개의 것으로 악하는 이른바 拆騈爲單(탁병 단)29)의 오류에 속한다. 
이 연면구가 사용된 가장 표 인 가 고 성기의 법학자 Celsus가 내린 법

(학)의 정의이다. Ulpianus 1 inst. D.1.1.1.pr: ius est ars boni et aequi. 특히 

bonum을 ‘ 법성’으로 악하는 것은 치 않다. 더욱이 역자는 이 의 마지

막에서는 in iure를 ‘ 법성’으로 옮김으로써 번역문만 보면 bonum과 ius가 동일

한 것인 양 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bonum은 오히려 ‘道理에 맞

아 善正함’을 개념의 핵으로 가질 것이다. aequum은 보통 ‘衡平’이라는 역어가 

사용되지만, 우리 통사회의 용어이기도 한 ‘公平’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30) 
통사회에서 ‘公平正大’라고 칭했던 것31)이 aequum et bonum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념된다. 역어로서는 동양 통법의 직  응어인 ‘平良’32)이 어떨까 

26) Oxford Latin Dictionary, ed. by P.G.W. Glare (1982/1985), s.v. ago, no.43 (p.90): (of 
an orator or actor) To deliver (a speech).

27) 이 한 짝의 성구는 Plautus를 필두로 키케로는 물론이고, Terentius, Livius, Sallustius, 
Columella, Seneca (philosophus), Quintillianus, Apuleius, Florus, Sulpicius Victor, 
Macrobius, Ammianus Marcellinus 등에서도 발견된다. 상세는 Johann Philipp Krebs, 
Antibarbarus der lateinischen Sprache, Erster Band (9., unveränderte Auflage 1984), 
s.v. Aequus (S.115f.); 또한 성염, “IUSTITIA의 어원적 고찰”, 西洋古典學硏究 第4輯 
(1990), 175ff., 특히 187ff.

28) 주대박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 훈고학의 이해 (1997), 416 참조.
29) 주대박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 훈고학의 이해 (1997), 425f. 참조.
30) 가령 朝鮮王朝實 , 明宗 1년(1546) 10월 18일 壬寅: 人君 … 而盡公平之理; 成宗 17년

(1486) 12월 24일 乙未: 以公平爲規矩, 以禮法爲準繩.
31) 이 公平正大는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公平正大之德으로(가령 朝鮮王朝實 ,, 中宗 24년

(1529) 11월 26일 戊午: 克去己私, 昭公平正大之德, 終始于學, … 恤民以誠, … 陶一身
之化, … 豈不幸哉),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公平正大之道로(가령 朝鮮王朝實 ,, 成宗 18
년(1487) 11월 10일 乙巳: 蓋聖人之心 … 達乎公平正大之道) 인식되었다. 여기서는 후
자의 규범적 의미맥락을 취한 것이다.

32) [書, 呂刑, 惟良折獄, 傳] 非口才可以斷獄, 惟平良可以斷獄.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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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곳에서 키 로가 지 하듯이 이 平良의 문제는 실제로 로마의 소송에서 

심 인(iudex)이 살펴야 하는 법원리 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둔다.

D.21.1.42 Ulpianus libro secund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Qua vulgo iter fiet, ita habuisse velit, ut cuiquam nocere damnumve dare 

possit. si adversus ea factum erit et homo liber ex ea re perierit, solidi ducenti, si 
nocitum homini libero esse dicetur, quanti bonum aequum iudici videbitur, 
condemnetur, ceterarum rerum, quanti damnum datum factumve sit, dupli”. 

D.14.5.1 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vinciale. 
Omnia proconsul agit, ut qui contraxit cum eo, qui in aliena potestate sit, 

etiamsi deficient superiores actiones, id est exercitoria institoria tributoriave, nihilo 
minus tamen in quantum ex bono et aequo res patitur suum consequatur. … .

D.47.10.18.pr Paulus libro quinquagensimo quinto ad edictum. 
Eum, qui nocentem infamavit, non esse bonum aequum ob eam rem 

condemnari: peccata enim nocentium nota esse et oportere et expedire. 

D.24.3.66.7 Iavolenus libro sexto ex posterioribus Labeonis.
Si quis pro muliere dotem viro promisit, deinde herede muliere relicta 

decesserit, qua ex parte mulier ei heres esset, pro ea parte dotis periculum, quod 
viri fuisset, ad mulierem pertinere ait Labeo, quia nec melius aequius esset, quod 
exigere vir ab uxore non potuisset, ob id ex detrimento viri mulierem locupletari: 
et hoc verum puto.

⑩ ‘어떤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한 ￭ ‘어떤 것이 어떠한 것인지’(quale 
quid sit)는 바른 번역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요령부득인 번역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quid가 심이 아니라 quale가 요한 것이므로 다소간에 의역도 괜찮을 것

이다. ‘다툼의 상의 법  속성/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정도로. 
⑪ 가치 단(성격 규정)을 놓고 벌이는 공방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 ‘가

치 단(성격 규정)’은 qualitas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가치 단’ 쪽은 

그 의미의 폭이 무 막연하여 역어로서는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 의 

표에서 밝히듯이 ‘법  성질결정’ 정도면 어떨까 한다. 

(昭和59年, 修訂版第1刷), 509면 (9167-6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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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이는 형평성과 법성에 한 공방을 핵심 골자로 삼는다 ￭ 마지막 문

장 quae in aequitate et in iure maxime consistit (‘이는 형평성과 법성에 한 

공방을 핵심 골자로 삼는다’)에서 ‘이는’의 ‘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가 불분명하

다. 그리고 이 문장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인다면, ‘공방을 핵심 골자로 삼는다’기
보다는 이 성격의 송사는 ‘특히 aequitas와 ius에 의거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문맥상 aequitas( 술 [98] ②)에 aequum er bonum( 술 ⑨)이 응하

고, ius civile는 ius에 응하기 때문이다.33) 그러므로 이것을 ‘ 법성’이라고 번

역하는 것은 앞의 번역과 모순된다.

[101] In omnibus igitur causis tres sunt gradus ex quibus unus aliquis 
capiendus est, si plures non queas, ad resistendum. Nam aut ita constituendum 
est ut ① id quod de agitur factum neges, aut si factum fateare neges eam vim 
habere atque id esse quod adversarius criminetur, aut si neque de facto neque de 
facti appellatione ambigi potest, ② id quod arguare neges tale esse quale ille 
dicat et rectum esse quod feceris concedendumve defendas. 
① id quod de agitur factum neges ￭ 여기서 quod는 quo로 교정되는 것이 합

당할 것이다. quo de agitur는 법에서, 특히 소송방식서(formula)에서, 거의 용

으로 쓰 던 표 이다.34) ‘ 재 문제가 되고 있는’, ‘懸案의’라는 뜻이다.
② 뒤집어쓰고 있는 의는 상 방이 규정하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고 그것

은 옳은 것이고 용인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방어해야 한다 ￭ 이 번역 로라

면 ‘성격이 아니고’도 ‘방어해야 한다’의 내용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엄 히 

보면 defendere와는 별개의 동사인 negare가 쓰 으므로 ‘성격의 것임을 부인해야 

하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은 quod feceris를 담기에는 무 막연하다. 
rectum과 concedendum은 각각 객 으로 법성이 없음과 주 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311면 역주 6  ￭ 이 에 한 부가설명에서 역자는 쟁  단계의 체계를 도

표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 역어를 비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3) 이른바 交叉對句法(Chiasmus)의 형식(Heinrich Lausberg, Elemente der literarischen 
Rhetorik [4., durchgesehene Auflage 1971], § 392, S.127ff. 참조)을 취했다.

34)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가령 Richard Schott, Hilfsbüchlein für die Vorlesungen 
über Institutionen, Geschichte und Zivilprozeß des Römischen Rechts (Zweite Auflage, 
Berlin und Leipzig 1933), 31ff.에 소개된 방식서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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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역 부류 안재원의 역어
평자의 

역어35) 비고

civiles 
quaestiones
(시민법에 기

반해서 제기

될 수 있는 

쟁 들의 종

류와 체계)

[崔: 시민법

상의 쟁 들]

1. status rationales
(이성에 기 한 

쟁 들)36)

[崔: 論證類]

1.1 coniectura (추정) 사실 추정

(An?) ‘행 (한 사실) 존부의 쟁 ’

1.2 definitio (정의) 定義
(Quid?) ‘구성요건 命名[罪目]의 쟁 ’

1.3 qualitatus (성격 규정)
법  성질

결정

(Quale?)
qualitatus37)는 qualitas의 誤記

1.3.1 deliberativa (정책의 가치 평

가) 提議(類) 안재원이 상황과 목표에 따른 

연설 종류를 qualitas의 하  

부류로 분류한 것은 어떤 오

해에 기인하는 것 같다.

1.3.2 demonstrativa (칭찬-비난과 

련한 가치 평가) 展示(類)

1.3.3 iudicialis (법정 쟁 ) 訴訟(類)

1.3.3.1 absoluta (  가치)  

합법

‘ ․내재  합법의 주

장’
1.3.3.2 adsumpta (자체 으로 가

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상

 규범이나 가치의 지원

을 받아야 하는 경우)

외래  

합법
‘외래  합법의 주장’

1.3.3.2.1 comparatio (비교) 비교

1.3.3.2.2 remotio criminis (부정) 轉嫁

안재원의 역어들은 무 일반

이어서 특정한 기술 인 의

미를 갖는 물술어로서 기능

할 수가 없어 부 하다. 특
히 ‘속죄’라는 역어는 행 의

법성과 그에 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라고 변명

하는 이 단계의 행동방식과는 

으로 모순된 것이다.

1.3.3.2.3 relatio criminis (상 화)

返報(피해자 

‘응징’의 정

당성 주장: 
“되갚음”)

1.3.3.2.4 concessio (인정)
求恕 ( 달

라고 간청하

는 것)

1.3.3.2.4.1 purgatio (속죄)
辯白 (善意, 

‘潔白’의 

주장)

1.3.3.2.4.2 deprecatio (간청) 求赦 (善處, 
容恕의 간구)

1.4 translatio (재  외  사항에

의 가) 할 이

‘재 할권 는 원고 격

을 다투는 것’. 안재원의 이 부

분 설명은 불분명하다.

2. status legales
(법에 기 한 쟁

들)38)

[崔: 法律解釋類]

2.1 scriptum et voluntas (기록과 

의지)
文言과 

의도

scriptum의 종국 인 기능은 文
言/文面이며, voluntas도 ‘의지’
가 아니라 ‘의도’, ‘의사’이다.

2.2 leges contrariae (법률 간의 충

돌 내지 모순) 모순 법률 ‘모순 법률의 쟁 ’

2.3 ambiguitas ( 의성) 애매함 ‘애매함의 쟁 ’

2.4 ratiocinatio (유추 연장) 유추
‘유추의 쟁 ’. ‘연장’은 불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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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김헌, 한 연설. 고  아테네 10  연설가들을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 

(인물과사상사, 2008), 93f. 미주 24에 소개된 법정 공방의 쟁점 단계에 대한 설명

에도 부정확한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기로 한다. 먼저 원문을 소개한다(지시 기호 

ⓐ~ⓓ 평자가 부기함).

“전통적인 수사학에서는 법정 공방의 쟁점이 부각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사실을 확인하는 추정의 단계(coniiectura)이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단계다. 사실이 아니라면 무죄로 판결이 나고 재판은 

끝난다. 그런데 사실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즉 문제가 되는 사건이 

ⓐ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정의의 단

계(definitio)로 넘어간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나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무죄로 판결이 나고 재판은 끝이 난다. 그런데 사실이며 책임이 있다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간다. 법적 책임마저 규명되고 나면, ⓑ 그 피해가 경

미한지 중대한지를 결정하는 성격 규정의 단계(qualitas)로 넘어간다. 만약 

피해가 작다면,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형량이 가벼워질 것이고, 피해가 

크다면 형량은 무거워질 것이다. 피고인은 우선 사건에 개입된 사실을 부

인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한다. ⓒ 이 단계에서 책임 문제는 성격 규정

의 단계에서도 깊게 다루어질 수 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

으로 정의된 이후, 성격 규정 단계에서 다시 ⓓ 개인적인 책임의 정도를 

새롭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에서 ⓓ에 이르기까지 ‘책임’이라는 어휘가 두루 쓰이면서 쟁점 단계의 성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반용어로서는 ‘법적인 책임’이란 크게 보면 사건 전체

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책임’이란 (집단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는 한) ‘개인적’이지 않은 책임은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진술 가치가 없는 

표현이다. 어쨌든 저자가 책임을 이처럼 나누고자 한 것은 암암리에 저자도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지이기는 하다. 옳게 고치면 ‘법적 책임’은 ‘구성요건해

당성’, 즉 罪目 규정의 문제이다. ‘개인적 책임’의 경우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왜

냐하면 첫째로, 저자는 ⓑ에서 qualitas의 문제를 피해의 多寡나 輕重의 차원에서

35) 졸저, 로마法硏究(I)-法學의 源流를 찾아서- (1995), 215-237 참조.
36) 김헌, 한 연설. 고  아테네 10  연설가들을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 (인물과사상

사, 2008), 118 미주 16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37) 김헌, 한 연설. 고  아테네 10  연설가들을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 (인물과사상

사, 2008), 118 미주 16도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38) 김헌, 한 연설. 고  아테네 10  연설가들을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 (인물과사상

사, 2008), 118 미주 16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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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파악함으로써 극도로 협애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시 전체를 “피고인은 우

선 사건에 개입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한다[제1 단계―평자]. ⓒ 
이 단계에서 책임 문제는 성격 규정의 단계에서도 깊게 다루어질 수 있다. 법적

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으로 정의된 이후[제2단계―평자], 성격 규정 단계에

서 다시 ⓓ 개인적인 책임의 정도를 새롭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

복 설명하는데, ⓒ의 ‘이 단계에서’는 이어진 설명으로 볼 때 definitio 단계를 말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맥만으로는 바로 앞의 문장이 다루고 있는 

coniectura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오해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째로, definitio 단계의 문제가 qualitas 단계에서 “다시”, 
“새롭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제3의 단계인 

qualitas에서 다루는 쟁점이 저자의 주장대로 피해의 경중을 가리는 문제라면 제2 
단계인 definitio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의―평자) 책임 문제”
가 성격 규정 단계에서 “다시” “새롭게”, 더욱이 “깊게” 다루어질 수는 도저히 없

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혼란은 첫째로, ‘책임’이라는 용어를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두루두루 여기저기에 혼용한 오류,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저자 자신의 부정

확한 언어사용 탓으로 촉발된) 각 단계는 유무죄의 판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고

과정상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로서, 앞의 단계를 긍정해야 비로소 다음 단

계로 넘어가며, 따라서 일단 앞 단계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 단계에서는 문제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각 단계는 상호 무관한 독립된 쟁점을 다룬다는 점을 몰각

한 오류, 그리고 세 단계 중 가장 내용이 풍부한 qualitas를 피해의 다과 차원으로 

부당하게 축소시킨 오류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은 저자 자신도 ‘개인적 책임’
을 더 깊이 있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로써 앞의 qualitas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은연중에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되었다. 연설을, 그것도 ‘위대한 연설’을 다루는 책

이라면 수사학의 기본에 대한 이런 오류는 반드시 떨고 훔쳐내야[拂拭] 할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같은 저자가 117면 미주 16에서 법정연설을 설명하는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서는 법정연설에 대

하여 전체적으로 제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2단계를 “범죄행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정의’(definitio)의 쟁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읽기에 따라서는 오해

의 소지가 있다. ‘행위’의 ‘성립’ 여부(이것은 제1단계의 쟁점이다)가 아니라, 성립

한 행위가 ‘어떠한 죄목의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定義 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두 가지 더 지적하겠다. 먼저 같은 책 281면에 보면 

‘특정한 부족에만 적용되는 법(ius gentium)’이란 설명이 나온다. 명백한 오류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그 부족의 ius civile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반대로 ‘모
든 문명화된 민족들에게 공통된 법’인 萬民法을 말한다(위 각주 15 참조). 복수 

형태인 gentium이 이미 ‘특정한 부족에만’ 적용되는 법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

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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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같은 책 298면 미주 3은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에 대한 설명인

데, 이 또한 황당한 바가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11세기에 이르러 Corpus Iuris Civilis는 서구 유럽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서구 유럽에 두루 영향력을 미치게 된

다. 낱말의 내력은 18세기 초에 쓰이기 시작한 civilization의 개념이 ‘문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형사소송(criminal process)을 민사사건(civil case)
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1704년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이 낱말의 최초의 뜻엔 로마의 전통과 유스티

니아누스 황제의 영향이 또렷이 남아 있다.” 

문헌 전거 표시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어 부기나 구체적인 연도를 표시

한 설시로 보아 아마도 다음의 미주 4에서 인용한 Ferguson의 책(1767)의 정보에 

의존한 것 같은데, ‘형사소송을 민사사건으로 만드는 법’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아무리 로마의 전통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영향이라고 해도 

civilis나 관련어를 이와 같은 식으로 황당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르면 

몰라도 저자가 직접 참고한 자료인 Emile(이름표기에 E가 빠진 채 mile로 오식됨) 
Benveniste의 civilisation 관련 논문(1954)의 해당 부분을 오해하지 않았는가 싶다.
끝으로 가령 같은 책 60면, 311면, 312면에 보면 ‘사형이 언도’된다, 133면에는 

‘사형 언도’라는 표현이 나온다. 언론계, 학계를 포함하여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아니 심지어는 국어사전조차도 ‘言渡’(명사: いいわたし; 동사: いいわた

す)라는 일본용어를 그야말로 상용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법률용어에서 배제

되어 우리말인 ‘宣告’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지

39) Oxford Latin Dictionary, ed. by P.G.W. Glare (1982/1985), s.v. gens, no.2 (p.759): 
(pl.) The peoples or nations of the world, the whole world; …  c. ius gentium, the 
universally recognized code of behaviour between nations or individuals; also, the law 
available to aliens as well as citizens.
이 ius gentium은 (그 자체 변화에 노정되어 있었지만) 그 핵심적 특성만큼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로마법의 기본 중의 기본 개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이우스
가 학생들을 위해서 쓴 법학교과서(Institutiones <法學提要>)의 맨 첫머리를 장식했던 
것이다.
Gai. 1.1: Omnes populi qui legibus et moribus reguntur partim suo proprio, partim 
communi omnium hominum iure utuntur; nam quod quisque populus ipse sibi ius 
constituit, id ipsius proprium est uocaturque ius ciuile, quasi ius proprium ciuitatis; 
quod uero naturalis ratio inter omnes homines constituit, id apud omnes populos 
peraeque custoditur uocaturque ius gentium, quasi quo iure omnes gentes utuntur. 
populus itaque Romanus partim suo proprio, partim communi omnium hominum iure 
ut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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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102] ① Ita primus ille status et ② quasi conflictio cum adversario coniectura 
quadam, secundus autem definitione [aut descriptione] aut ③ informatione verbi, 
tertius aequi et veri et recti et humani ad ignoscendum ④ disputatione tractandus 
est. Et quoniam semper is qui defendit non solum resistat oportet aliquo statu 
aut infitiando aut definiendo aut aequitate opponenda, ⑤ sed etiam rationem 
subiiciat recusationis suae, primus ille status ⑥ rationem habet iniqui criminis 
ipsam negationem infitiationemque facti; secundus ⑦ quod non sit in re quod ab 
adversario ponatur in verbo; tertius ⑧ quod [id] rectum esse defendat quod sine 
ulla nominis controversia factum <esse> fateatur. 
① 첫 번째 쟁  단계(status)는 상 방과 사실 추정을 놓고서 벌이는 충돌

에 가까운 싸움[이지만 정면 충돌은 아니다]. 두 번째 쟁  단계는 정의와 

[서술과] 사건의 명명을 놓고서 다투는 논쟁이다. 세 번째 쟁  단계는 형평

성과 진실과 옳음을 둘러싸고 그리고 한 처분을 바라고 요청한 인간 인 

고려에 한 갑론을박이다. ￭ 우선 이 문장은 Ita부터 tractandus est까지이다. 

그리고 술어는 tractandus est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각각 별개의 술어를 갖는 3

개의 별개 문장으로 독립시킨 역자의 조치는 도 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바른 

번역이라면 ‘첫 번째 쟁  단계는 (말하자면) 상 방과의 결로서 coniectura을 

통해서, 두 번째는 definitio 내지 informatio verbi를 통해서, 세 번째는 aequi ~ 

disputatio를 통해서 처리되어야만 한다’고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補論: 로마법상의 coniectura]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단을 하는 것은 모든 결

정의 기 이며 출발 이다. 수사학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학도 ― 키 로의 친

한 친구 으며 수사학으로부터 법학으로 선회했던 세르비우스(Servius Sulpicius 

Rufus, ca. 106-43 BC)에 의해 키 로 수사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의주의 아

카데미의 향 하에서 새롭게 재탄생하면서40) ― 이 확인작업과 련하여 주목

할 만하게도 인식론 인 개연론41)-회의주의를 제로 깔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40)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장 훌륭한 연구는 Okko Behrends, “Die geistige Mitte 
des römischen Rechts. Die Kulturanthropologie der skeptischen Akademie”,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125 (2008), 25-107, 특히 철학적 수사학과 
관련해서는 5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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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형사소송법학 서 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나 실에서는 구도 자

신할 수 없는 이른바 ‘실체  진실주의’와 같은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라,42) 보

다 겸손하게 ‘추정’을 이야기할 뿐이다. 하지만 일단 ‘추정’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제도  틀 안에서 확인되고 확정되면 이를 ‘진실로 간주’(Ulp. D.50.17.207: Res 

iudicata pro veritate accipitur)43)하는 실주의  법사고를 통하여 법질서의 평화

유지  기능과 正義 기능을 ‘타 ’시키는 경험론  생활태도를 견지하 다. 이곳

에서는 로마의 법률가들이 수사학과 이 에서 일정한 인식을 공유했었음을 보

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둔다. 유언과 련한 유언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coniectura voluntatis testatoris) 사례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44) 그밖에도 

다양한 사실 계에서 사실 여부를 ‘추정’하는 사례들이 승되고 있다.45) 세르비

41) 수사학상의 개연성(εἰκός)에 관해서는 일응 김헌, 한 연설. 고  아테네 10  연설

가들을 통해 보는 서구의 뿌리 (인물과사상사, 2008), 89f. 미주 8 참조. 아리스토텔레
스로 소급하는 이 개연론의 입장은 로마법에 다른 맥락에서도 가령 다음과 같은 명제
로 반영되었다.
D.1.3.3 Pomponius libro vicensimo quinto ad Sabinum. 
Iura constitui oportet, ut dixit Theophrastus, in his, quae ἐπὶ τὸ πλει̃στον (= plerumque) 
accidunt, non quae ἐκ παραλόγου (= praeter expectationem).
D.1.3.4 Celsus libro quinto digestorum. 

   Ex his, quae forte uno aliquo casu accidere possunt, iura non constituuntur: 
   D.1.3.5 Celsus libro XVII digestorum. 
   Nam ad ea potius debet aptari ius, quae et frequenter et facile, quam quae perraro eveniunt. 
   D.1.3.6 = D.5.4.3 Paulus libro XVII ad Plautium. 
   Τὸ γὰρ ἅπαξ ἣ δίς (= nam quod semel vel bis factum est), ut ait Theophrastus, παραβαί-
   νουσιν οἱ νομοθέται (= praetereunt legum latores).
   D.1.3.10 Iulianus libro LIX digestorum. 
   Neque leges neque senatus consulta ita scribi possunt, ut omnes casus qui quandoque 

inciderint comprehendantur, sed sufficit ea quae plerumque accidunt contineri.
   졸 , 로마法硏究(I)-法學의 源流를 찾아서- (1995), 93f.
42) 가령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8), 9-11. 물론 현대인들도 인간능력의 한계를 인정하

고, 그래서 절대적 객관적 진실의 규명을 요구하는 당위적인 요청은 종국에는 “범죄사
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
조 제2항)는 데로 귀착한다.

43) 또한 D.1.5.25 Ulpian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Ingenuum accipere debemus etiam eum, de quo sententia lata est, quamvis fuerit 

libertinus: quia res iudicata pro veritate accipitur.
44) 가령 Tryph. 8 disp. D.15.1.57.2; Pap. 15 qu. D.31.64; 19 dig. D.31.77.8; D.eod.15; 9 

resp. D.35.1.102; Ulp. 2 ex Cassio D.33.7.12.43; 23 Sab. D.36.2.12.5.  
45) 가령 Gai. 9 ed. prov. D.6.2.8; Tryph. 10 disp. D.23.4.30; Pap. 9 resp. D.31.78.1; Paul. 

3 Sab. D.37.2.1; Ven. 1 stipul. D.45.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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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의 학 통을 이어받았던 고  성기의 법률가 수스의 학설집에서 발췌된 

다음의 개소는 ‘추정’이 facti quaestio의 문제 음을 아주 잘 보여 다.  

D.24.1.47 Celsus libro primo digestorum. 

Utrum negotium uxoris gerens an officio mariti ductus in rem eius impenderit 

vir, facti, non iuris est quaestio: coniectura eius rei ex modo et ex genere 

impensae non difficilis est.

② quasi를 “~에 가까운” 것이지만 “정면”의 것은 아닌 것으로 풀어 설명한 

것도 책 없는 노릇이다. .

③ 사건의 명명 ￭ informatio verbi는 일반 이라면 웬만한 라틴어 사 에는 

다 나오듯이 ‘말뜻 풀이’ 는 ‘어의 설명’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definitio를 달리 

표 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의 명명’ 정도로 옮기면 될 것이다. 역자도 이런 취지

에서 ‘사건의 명명’이라 번역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verbum은 ‘사건’이 아

니고,  ‘사건의 명명’이란 표 도 일반 으로 달리 이해할 소지가 크므로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④ 갑론을박이다 ￭ 번역문만 보아서는 ‘갑론을박’이 disputatio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갑론을박‘이다’에서 간취되듯이 disputatione tractandus est를 염두

에 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후자라고 해도 틀리고, 자라고 해도 (tractandus 

est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disputatio는 aequum, 

verum, rectum, humanum ad ignoscendum에 한 것이다. ‘쟁론’(爭論, 諍論)이라

는 역어가 할 것 같다.

⑤ 뿐만 아니라 그 반박에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 rationem subiiciat 

recusationis suae의 번역문이다. 역자는 ratio는 ‘근거’로, recusatio는 ‘반박’으로 

악한 것이다. 우선 suae가 ‘그’(반박)로 번역된 것은 suus의 어법에 어 나는 

것이다.  역자는 재의 문맥에서 infitiando, definiendo, aequitate opponenda, 

recusatio sua로 이어지는 계열의 의미를 몰각하 다. 이것은 당연히 이미 앞 

에서도 밝힌 바 있고, 바로 이어서도 밝히고 있듯이 coniectura, definitio, qualitas

로 진행되는 論想의 흐름과 照應하는 것이고, 따라서 recusatio sua는 의 법

학 용어로 표 하자면 사실 계의 확정, 구성요건해당성[罪目]의 검토, 법성의 

검토에 이은 책임 여부의 검토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이 책임을 부인함’

을 뜻한다. ratio는 recusare가 한 동시에 사용된 다음 ([103])의 설명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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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분명히 드러나듯이(‘rationem’ appellemus eam, quae adfertur a reo ad 

recusandum depellendi criminis causa) ‘피고 측의 핵심 방어논거’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번역은 마땅히 ‘자신이 책임을 부인함에 한 핵심 방어논거를 제시해

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⑥ 무고함에 한 근거를 밝히고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 

rationem habet iniqui criminis ipsam negationem infitiationemque facti 한 ratio

의 네용이 iniqui ~ facti이므로 ratio를 앞부분에만 연결시킨 안재원의 번역은 이

미 이 만으로도 틀렸다. 더욱이 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쟁  단

계이므로 그 내용상 ‘무고함’이 방어논거로 제기될 계제가 아니다. facti는 iniqui 

crinimis와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꾸미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은 

‘부당하게 의가 어진 범죄 행 의 부정과 부인 그 자체를 핵심 방어논거로 

삼는다’로 바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마무리 동사를 ‘~해서는 안 된다’ 식으

로 당 니 의무동사를 써서는 안 된다. 단순한 직설  서술형인 habet가 쓰인 것

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번역은 어법에 능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不通語法46)의 오류에 해당한다.  

⑦ 상 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쟁 화해야 한다 ￭ quod non sit in 

re quod ab adversario ponatur in verbo를 기본 으로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될 수 

있게끔 이와 같이 매우 막연하게 번역하는 것은 제2쟁  단계의 특징을 제 로 

살리지 못하고, 바로 그 기 때문에 잘못이다. 특히 ‘사실’이라는 어휘는 우리말

의 일반  표 으로서는 아무 문제없이 두루 쓰일 수 있겠지만, 수사학의 기술  

맥락에서는 coniectura의 단계에서만 구사되어야 할 용어이므로 결코 좋은 언어선

택이 아니다. 역자는 아마도 in re의 res를 염두에 둔 것 같으나, 주지하다시피 

라틴어의 res나 그리스어의 πράγμα나 그 의미의 폭이 넓어서 번역을 할 때에 

후 문맥을 고려한 해석 없이는 역어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상 방이 

verbum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 res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때 verbum은 

실질인 res를 지시하기 한 언어  형식이고, 이러한 언어  서술은 제2쟁  단

계에서 일어나는 명칭(nomen)의 지정행 , 즉 命名인 것이다(후술 ⑧ 참조). 물론 

res는 존재한 것으로, 실 된 것으로 추정된 행 (factum)의 이 단계에서의 속성

을 가리키는 것이고, 앞서도 소개했듯이 의 법학은 이것을 아주 하게도 

‘構成要件該當性’(Tatbestandsmäßigkeit)이라고 부른다. 결국 이 문장은 제1 단계

46) 주대박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 훈고학의 이해 (1997), 430ff. 참조.



2008. 12.]                   법과 문학 사이에서 305

에서 확정된 행 가 ‘상 방에 의해 명명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

하는 것이 제2단계의 요체라는 것이다. ‘~해야 한다’는 당 식의 마무리는 여기

서도  다음의 ⑧에서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⑧ 법률  분쟁의 소지가 없게 행해진 일이라고 공언할 수 있으므로 [그것

은] 정당하다고 방어해야 한다 ￭ quod [id] rectum esse defendat quod sine 

ulla nominis controversia factum <esse> fateatur의 번역도 엄청난 오역이다. sine 

ulla nominis controversia가 ‘법률  분쟁의 소지가 없게’로,  quod ~ factum 

esse fateatur가 ‘행해진 일이라고 공언할 수 있으므로’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은 

번역자가 수사학의 기본  사항[An? - Quid? - Quale?]에 한 이해가 과연 있

는 상태에서 번역작업에 임했는지를 충분히 의심  하는 목이다. 이 문장의 의

미는 제2단계에서 ‘명칭, 즉 구성요건해당성에 한 아무 다툼 없이 시인한 행

를 제3단계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방어한다’는 것이다. 

[103] ① Deinde uni cuique rationi opponendum est ab accusatore id ② quod 
si non esset in accusatione, causa omnino esse non posset. ③ Itaque ea quae sic 
referuntur continentia causarum vocentur: quamquam ④ non ea magis quae 
contra rationes defensionis afferuntur quam ipsae defensionis rationes continent 
causas. Sed ⑤ distinguendi gratia rationem appellamus ⑥ eam quae affertur ab 
reo ad recusandum depellendi criminis causa, ⑦ quae nisi esset, quid defenderet 
non haberet: ⑧ firmamentum autem quod contra ad labefactandam rationem 
refertur, sine quo accusatio stare non potest. 
① 원고는 < - > 피고의 개별 방어 논거 각각을 공격해야 한다 ￭ Deinde

의 번역이 안 되었다. 앞 에서 서술한 피고의 방어 략에 해 ‘그에 응하

여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원고 측의 행동을 서술하는 부분의 연결고리이므로 

그  무의미하게 들어간 췌사(贅辭)나 연문(衍文)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는 역자의 번역이 주도면 한 재 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태도는 특히 <수사학>과 같이 상당히 기술 인 작의 경우에는 자칫 오

역으로 이끌 수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

② 고소-고발을 함에 있어 어떤 것이 생략되면 재  자체가 으로 유지

되지 못하는 것을 움켜쥐고서 ￭ accusatio는 고소, 고발의 단계를 넘어서 起訴 

후 소송수행까지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지 않으면 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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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ccusator와 adversarius가 립당사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를 표 하는 데에는 ‘訴追’라는 단어가 나름으로 제일 나은 것 같다. 물

론 그 핵심은  문맥에서도 드러나듯이 起訴이다. 그 배경에는 오늘날의 公的 

訴追者, 즉 檢事가 없었던 로마의 형사소송이 있다. 나머지 부분으로 말하자면, 

‘생략되면’보다는 ‘없으면/빠지면/결여되면’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재  자체가 

으로 유지되지 못하는’도 ‘소송이 아  성립하지 못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 ’은 ‘소송’의 일부이며, ‘심리 차’를 지칭하는 것인바, 애 에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따라서 ‘소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움켜쥐고서’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의 구사로서 그 표 의 강도가 원문의 립성과 다르다는 

에서 역시 재고를 요한다.

③ 논쟁이 발생할 때 마다 반복하여 나타나는 논거를 따라서 사건 체를 

아우르는 핵심 논거라 부른다 ￭ sic referuntur가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

하여 나타나는’으로 옮겨졌다. 왜 하필 이 게 길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

를 잘 모르겠다. 물론 referre 동사는 그 어의가 매우 다양하며 ‘반복하다’는 뜻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말하다, 주장하다’는 정도면 가하지 않을까 한

다. ④에서 사용된 afferre 동사와 구별해야 할 실질 인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sic를 통해서 지시되고 있는 내용은 반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continentia causarum’으로 명명한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causa를 continere

하는 데 그 요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건 체를 아우르는 핵심 논

거’라고 옮기는 것은 역자의 입장에서도 반복성과는 다른 포 성을 표 한다는 

에서 오류이다. 게다가 역자 자신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 목(④)에서는 이것

을 한편으로는 ‘재 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 을 끌고 

나간다’로 옮김으로써 스스로 일 성이 결여되었음을 드러내었다. 이미 ②에서 

보았듯이 여기서 키 로가 말하고자 하는 논거는 causa의 성립상의 condicio sine 

qua non이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causa를 ‘扶持’하는 ‘骨幹論據’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자가 선택한 것과 같은 지속성을 시사하는 동사는 하지 않

다.  역자는 ‘소송’인 causa도 ②와 ④에서는 ‘재 ’으로([107]에서도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사건’으로 번역하여 일 성을 결하고 있다. 그밖에도 역자는 이곳의 

continentia나, ⑧의 firmamentum이나 모두 ‘핵심 논거’라는 동일한 어휘를 써서 

표시함으로써 원문이 다른 어휘를 사용한 취지를 배반하 을 뿐만 아니라, 

continens가 ratio와 firmamentum으로 구분되는 체계의 논리(⑤~⑧)도 무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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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irmamentum은 ‘방어 논거’인 ratio에 한 ‘공격 논거’이거나 ‘반  논거’

이거나, 아니면 그 어의를 존 하여 ‘확증 논거’ 등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④ 재 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일은 피고의 방어 논거들을 공격하는 원고의 

핵심 논거만의 고유한 사안이 아니고, 피고의 방어 논거 자체들도 재 을 끌

고 나간다 ￭ 이러한 ‘핵심 논거’로 말하자면 이곳에서는 원문(quae contra 

rationes defensionis afferuntur)에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핵심 논거’ 하는 

식으로 번역문에 등장하 다. 번역이란 원래 경우에 따라서 의역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고유한 사안이 아니고’도 원문의 구

문에 충실하게 두 개의 주어(ea, quae ~와 ipsae ~ rationes)가 하나의 동사

(continent)와 연결되는 것으로 번역했더라면 불필요했을 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continent causas의 번역이 앞과 뒤에 두 번 등장하게 되고, 이미(③) 지 했듯이 

그 표 이 일 성마  잃고 말았다. 더욱이 ‘사안’과 같은 단어는 법정연설을 다

루는 수사학의 문헌인 만큼 그 사용에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⑤ 구별의 이유로 ~ 방어 논거라 부르는데 ￭ ‘구별의 이유로’보다는 ‘구별

하기 하여’가 자연스러워서 더 낫다. 

⑥ 피고가 자신이 무고-무죄임을 해명하기 해 내놓은 주장과 근거들을 

￭ eam quae affertur ab reo ad recusandum depellendi criminis causa의 직역은 

‘피고에 의하여 범죄 의를 떨쳐버릴 목 으로 부인하기 해 주장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무리 의역이라 해도 지나치게 원문으로부터 떨어지면 그 자체가 오류

가 아닐까. 

⑦ 이것이 없으면 무엇을 방어하든 간에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 ￭ 이 번

역 역시 quae nisi esset, quid defenderet non haberet를 옮긴 것 치고는 매우 애

매하다.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표 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자 그 로 진솔하게 ‘이것이 없다면 무엇을 방어하는지 그것을 가지지 

못 한다’고 새기는 편이 좋을 것이다.

⑧ 반 로 ‘방어 논거’를 무력화하기 해 지속 으로 반복하는 주장과 근

거를 ‘핵심 논거’라고 부르는데, 이 논거가 없으면 고소-고발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 이곳에 등장하는 referre, firmamentum, accusatio에 해서는 술

하 다.

315면 역주 10-11 ￭ 역자는 이 에 한 역주에서 continentia와 

firmamentum에 응하는 그리스어 문용어(synechōn, krinomenon)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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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게 단편 으로 언 할 것이 아니라 아  좀 더 체계 이고 일 되게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리고 그 김에 라틴어-그리스어 수사학 용어 간이

해설 모음(Glossary)을 책의 말미에 붙이는 것도 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

은 독자의 편의는 물론 역자 자신의 일 성 있는 번역 작업을 해서도 꼭 필요

한 것이기 때문이다.

[104] ① Ex rationis autem et firmamenti conflictione et quasi concursu 
quaestio quaedam exoritur [quaedam] quam disceptationem voco: ② in qua quid 
veniat in iudicium et de quo disceptetur quaeri solet. ③ Nam prima 
adversariorum contentio diffusam habet quaestionem; ut in coniectura, ceperitne 
pecunias Decius; in definitione, ④ minueritne maiestatem Norbanus; ⑤ in 
aequitate, iurene occiderit Opimius Gracchum. ⑥ Haec, quae primam 
contentionem habent ex arguendo et resistendo, lata, ut dixi, et fusa sunt; ⑦ 
rationum et firmamentorum contentio adducit in angustum disceptationem. Ea in 
coniectura nulla est; nemo enim eius quod negat factum potest aut debet aut ⑧ 
solet reddere rationem. Itaque ⑨ in his causis eadem et prima quaestio et 
disceptatio est extrema. 
① ‘방어 논거’와 ‘핵심 논거’의 립은 일종의 충돌인데, 이는 ‘핵심 쟁 ’

이라 부르는 문제 제기의 어떤 한 형태로 표 된다 ￭ 이 번역문도 문장 자체

의 어휘와 생각의 흐름을 제 로 반 했다고 보기 힘들다. 평자라면 “‘방어 논거’

와 ‘공격 논거’의 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충돌에서 질문이 발생하는데, 이것

을 나는 disceptatio라고 부른다”와 같이 옮길 것이다. disceptatio는 핵심 ‘쟁 ’

(同旨 [105] ①)이라기보다는 ‘핵심 쟁론’이 더 하다(후술 ⑦, ⑨ 참조). 참고

로 로마의 법사료에서는 이 어휘가 ‘법  분쟁’ 자체를 표 하 다.47) 역자가 제

시한 원문에 quaedam이 이 으로 수록되었다. 뒤의 것은 지워야 한다. 

② 이 문제 틀 안에서 어떤 결을 내려야 하는지와 무엇에 해 묻고 따

져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 이 부분의 번역도 정확하지 않다. 평자라면 ‘이 핵

심 쟁론 안에서 무엇이 재 의 상이 되는지와 어떤 핵심 쟁 에 해 논쟁되

47) 가령 Ulpianus 8 disp. D.5.1.70; Alexander C.3.1.3 (a.224); C.6.34.1 (a.229); Valerianus 
et Gallienus C.3.8.3 (a.262); Diocletianus et Maximianus C.9.46.5; C.9.22.16 (a.29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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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가 물어지곤 한다’ 식으로 옮길 것이다. in iudicium venire는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법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표 이다. quaeri solet를 ‘결정된다’

고 번역한 것은 그야말로 결정 인 실수라 할 것이다.

③ 원고와 피고의 최 의 문제 제기는 각기 독립 으로 표 된다 ￭ 이 번

역에서 제일 큰 문제 은 diffusam habet quaestionem을 ‘각기 독립 으로 표 된

다’고 옮긴 것이다. 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diffusa는 ‘넓은 범 에 걸친’, ‘산포

된’, ‘산만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고, 이것은 바로 다음 ④에서 lata와 

fusa로 표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러한 번역은 이해하기 어렵

다. quaestio가 ‘표 ’이 아님은 바로 앞 ①에서 본 그 로이다. contentio는 이곳

에서는 ‘문제 제기’로, 다음의 ⑤에서는 ‘질문들’로, ⑥에서는 ‘ 결’로 번역되었

다. 이 에서는 ‘ 결’ 쪽이 그 원의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단된다. 서로 다투

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상황을 표 하기에는 ‘경쟁’이나 ‘경합’이라는 어휘가 

이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④ 노르바 스가 [로마의] 함을 깎아내렸는가? ￭ 다음 에서 본격 으

로 다루어지고 있는 maiestas를 역자는 일 되게 ‘ 함’이라는 일반어휘로 역출

하고 있으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48) 왜냐하면 이것은 공화정기에는 로마 국가제

도의 불가침성, 로마국민의 존엄을 가리키며, 그 침해가 존엄침해죄로 구성된 형

사법의 개념이기 때문이다.49) 따라서 minueritne maiestatem Norbanus?는 ‘노르바

스가 [로마의] 함을 깎아내렸는가?’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노르바 스는 존엄침해죄를 범하 는가?’ 하는 식으로 옮겨야만 한다. 이 물음이 

48) 키케로의 같은 책을 독일어 번역본(Partitiones Oratoriae: Rhetorik in Frage und Antwort, 
hrsg., übers. u. erl. v. Karl und Gertrud Bayer. München: Artemis & Winkler, 1994)으로부
터 要錄 형태로 재번역한 양태종, 생각의 수사학. 을 상 로 말하는 방법 (유로, 
2007), 118/120은 해당 부분을 “노르바누스가 침해한 것은 로마의 주권인가?”, “그는 로
마의 주권을 침해한 셈인가?” 하는 식으로 옮겼다. 안재원의 번역보다는 법적인 성격이 
더 잘 드러났으나, 그 범죄로서의 성격은 아직도 확연하지가 않다.

49) 최근 북한 당국의 대남 발언( 앙일보 2008년 10월 17일자 1면: “북한이 미국으로부
터 테러지원국 해제를 얻어낸 지 나흘 만인 16일 포문을 남한으로 돌렸다. 이날 노동
신문을 통해 ‘최고 존엄 훼손’을 거론하며 ‘6⋅15 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요구했
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도 꺼내 들었다. 건강 이상이 제기되
며 수세에 몰렸던 북한이 대미 강경책으로 성과를 낸 뒤 자신감을 얻어 대남 역공에 
나선 것이다. 노동신문의 숨은 요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해 
최고 존엄을 훼손한 남측 당국과 김 위원장 비방 전단을 올려 보낸 남측 단체의 행위
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위협이다.”)에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이 용어가 갖는 그 
정치적-법적 함의를 시사하는 살아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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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 즉 구성요건해당성[罪目]의 검토 부분에서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maiestas (sc. laesa)가 살인이나 강도처럼 하나의 특정한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매우 다양한 행  유형을 포 하

다.50)

D.48.4.1.pr.-1 Ulpianus libro septimo de officio proconsulis. 
Poximum Sacrilegio crimen est, quod maiestatis dicitur.

(1) Maiestatis autem crimen illud est, quod adversus populum Romanum vel 

adversus securitatem eius committitur. quo tenetur is, cuius opera dolo malo 

consilium initum erit, quo obsides iniussu principis interciderent: quo armati 

homines cum telis lapidibusve in urbe sint conveniantve adversus rem publicam, 

locave occupentur vel templa, quove coetus conventusve fiat hominesve ad 

seditionem convocentur: cuiusve opera consilio malo consilium initum erit, quo 

quis magistratus populi Romani quive imperium potestatemve habet occidatur: 

quove quis contra rem publicam arma ferat: quive hostibus populi Romani 

nuntium litterasve miserit signumve dederit feceritve dolo malo, quo hostes populi 

Romani consilio iuventur adversus rem publicam: quive milites sollicitaverit 

concitaveritve, quo seditio tumultusve adversus rem publicam fiat:

D.48.4.2 Ulpianus libro octavo disputationum. 
Quive de provincia, cum ei successum esset, non discessit: aut qui exercitum 

deseruit vel privatus ad hostes perfugit: quive sciens falsum conscripsit vel 

recitaverit in tabulis publicis: nam et hoc capite primo lege maiestatis enumeratur. 

그리고 이처럼 행 유형이 다양했던 만큼 그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가 다투어

질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⑤ 형평성 ￭ 이 문맥에서는 qualitas의 한 기 으로서 바로 다음에 나온 iure

와 상통하는 의미이므로(  각주 10 참조) ‘합법성’이나 ‘ 법성’ 정도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한다. 
⑥ 공격과 방어 에 나온 최 의 질문들은 < - > 범 가 넓고 집 이 

없다 ￭ < - > 부분에 ut dixi의 번역이 빠졌다. 

50) 가령 O.F. Robinson, The Criminal Law of Ancient Rome (1995), 7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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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러나 방어 논거와 핵심 논거의 결은 공방 선을 핵심 쟁 으로 압

축해나간다 ￭ 이 번역은 disceptatio를 ‘공방 선’으로, adducit in angustum을 

‘핵심 쟁 으로 압축해나간다’로 각각 번역함으로써 앞에서의 번역과 용어법(

술 ① 참조)이 달라졌다. 보다 일 성을 유지한다면, ‘방어 논거와 공격 논거의 

경합이 핵심 쟁론을 요 으로 집 되게 한다’고 옮기게 될 것이다. 

⑧ 어떤 사람도 ~  근거를 ~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이 경우에도 ‘근거’는 ‘방어 논거’로 바꿔야 할 것이고,  nemo ~ solet reddere

는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가 아니라, ‘제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야 그 의미가 통한다. 

⑨ 이 추정 단계에서는 최 의 문제 제기가 곧 마지막 쟁 이 된다 ￭ in 

his causis는 앞에 나온 in coniectura와 조응은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이것을 ‘이 추정 단계에서는’이라고 옮기는 것은 부정확하다. 지 까지 살펴

본 바로부터 드러나듯이 역자는 causa의 역어 선정에 있어서 그때그때 다른 용어

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인 즉슨, ‘이러한 (즉 coniectura의 

단계에 있는) 訟事들에 있어서는’ prima quaestio와 disceptatio extrema가 eadem 

est라는 것이다. ‘최 의 질문이 동시에 최후의 핵심 쟁론’이라는 것이다. 

disceptatio의 역어도 앞과 달라졌다( 술 ①, ⑦ 참조).

[105] ① In illis autem ubi ita dicitur: ‘Non minuit maiestatem ② quod egit 
de Caepione turbulentius; ③ populi enim dolor iustus vim tum illam excitavit, 
non tribuni actio; ④ maiestas autem, quoniam est magnitudo quaedam populi 
Romani in eius potestate ac iure retinendo, aucta potius est quam diminuta,’ et 
ubi ita refertur: 
⑤ ‘Maiestas est in [imperi]<imperii> atque in nominis populi Romani 

dignitate, ⑥ quam minuit is qui per vim multitudinis rem ad seditionem 
vocavit,’ exsistet illa disceptatio, Minueritne maiestatem qui voluntate populi 
Romani rem gratam et aequam per vim egerit.                 
① 그런데 “ … [로마의] 함을 …”라고 말했을 때, 이에 응해서, “ … 

”라고 말했을 때, 이 양자로부터, “ … ”라는 핵심 쟁 이 형성된다 ￭ 여기서

는 우선 In illis ~ ubi ita dicitur ~ et ubi ita refertur가 ‘~ 말했을 때, ~ 말했을 

때’로만 번역되어 in illis (sc. causis)에 한 번역이 빠져버렸다(causa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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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술 [98] ④ 참조). 사소한 것일지는 몰라도 원문을 충실히 재 하지 못했다

는 에서는 이 역시 오류이다. ‘이 양자로부터’는 역자의 첨가인데, 굳이 추가해

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다.    

② 카이피오 재  때에 일어난 폭력 사태는 ￭ 이 번역은 라틴어 문법상 도

히 quod egit de Caepione turbulentius의 번역문일 수 없다. 주어인 ‘폭력 사태’

는 의미상 turbulentius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데, 보다시피 이 어휘는 재 부사의 

비교 이고, ‘일어난’이 지시할 수밖에 없는 동사 egit 한 다음 ③에서 보이듯

이(tribuni actio) 그 주어가 tribunus여서 ‘일어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번

역문: ‘그가 카이피오(Q. Servilius Caepio)51)에 하여 아주 狂暴하게 연설을 했

던 것은’. 역자도 agere를 ③에서는 ‘연설’이라고 옮겼다. ‘그’란 다음 문장(③)에

서 알 수 있듯이 호민 (기원  103년)이었던 노르바 스(C. Iunius Norbanus)를 

가리킨다. 

③ 사람들의 의분이  힘을 불러일으킨 것이지, 호민 의 연설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dolor iustus를 ‘義憤’으로 옮긴 것은 잘 한 

반면에, vim illam excitavit를 ‘  힘을 불러일으킨’으로 번역한 것은 무 무색

무취한 언어감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평자라면 ‘  폭거를 발한 것은 인민의 

의분이었지, 그 호민 의 연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옮길 것이

다. 여기서 호민 은 이미 앞에 한 번 언 된 연설의 주체이고 역사 으로 노르

바 스를 가리키므로 막연히 호민 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지시사 ‘그’를 

붙여서 라틴어에는 없는 정 사의 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populus는 

다음의 ④  ⑤에서도 드러나듯이 populus Romanus에 다름 아니고, 이것은 유

명한 로마를 변하는 S.P.Q.R.(Senatus populusque Romanus)의 한 지주를 이루

는 것이므로, 이를 그  ‘사람들’이라고 표 하는 것은 법 인 집단체로서의 그 

의미(‘로마 국민’)52)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번역이므로 역시 부 당하다. 

④ 한편 로마 사람들의 함이란, 그것이 어떤 크기인 한, 자신들의 권한

과 권리 수호를 통해서 커지는 것이지 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 maiestas 

51) 번역본 317면 역주 14 및 319면 역주 17은 이름을 ‘가이우스 세르빌리우스 카이피오’
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도 쌓이기 시작하면 그 책에 대한 신뢰가 
날아가 버린다.

52) Cicero, de re publica 1.25.29: Est igitur, inquit Africanus, res publica res populi, 
populus autem non omnis hominum coetus quoquo modo congregatus, sed coetus 
multitudinis iuris consensu et utilitatis communione soc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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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em ~ aucta potius est quam diminuta는 완료시제이다. 따라서 재시제로 번

역한 이 문장은 잘못이다. autem을 ‘한편’으로 번역하면 앞의 논의와 연된 것

으로 받아들일 험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상은 앞의 논의를 받으면서 로

마 국민의 의분이란 결국 자신의 potestas와 ius를 유지한 행 이고, 이러한 행

야말로 그 존엄의 실체이므로 그 의분으로 인한 사태의 귀결로 오히려 존엄이 

증 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므로, 이를 ‘그런데’로 번역하여 앞부분과 연결하되 

논의의 환을 꾀하는 것으로 살려주어야 한다. 그밖에도 이 문장은 구문을 오해

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 다. 문법 으로 語不成說이지만, 어 든 마치 quoniam 

est magnitudo quaedam이 한 의미 단 인 것처럼 보았고(‘그것이 어떤 크기인 

한’),  populi Romani in eius potestate ac iure retinendo를 바로 aucta potius 

est quam diminuta와 직결되는 것으로 악한 것이다. 제 로 된 번역은 ‘그런데 

로마 국민의 엄이란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수호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존엄은 

어든 것이 아니라 증 한 것입니다’가 될 것이다.

⑤ 함이란 통치권이 가지고 있는 권 와 로마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값에 있는 것입니다 ￭ ‘통치권’으로 번역한 imperium의 속격이 imperii 

신에 imperi로 잘못 표기되었다. 같은 dignitas를 하나는 ‘권 ’로, 다른 하나는 

‘값’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로마 국민이라는 이름의 존귀함’

이 ‘로마 사람의 이름 값’으로 체될 수 없음은 무나도 명백하다. imperium은 

로마의 고 정무 이 가지는 통치권, 제도 으로 보장된 국가를 변하는 최고권

이다.

⑥ 어떤 사람이 군 의 힘을 이용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면 이는 함

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 이 번역문도 원문과 구문이 다른 것이 문제이다. 원문 

quam minuit is qui per vim multitudinis rem ad seditionem vocavit는 직설법 과

거시제로 사실 주장을 하는 것인데 반하여(‘~한 이 자는 존엄을 침해한 죄를 범

한 것입니다’), 번역문은 가정법 문장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어를 

‘어떤 자’로, 즉 불특정인으로 악함으로써 특정인을 지시하는 is qui ~의 취지

를 놓친 것은 가정법 구조와 더불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역자가 이 문장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rem ad seditionem vocavit는 엄 히 말하자면 

‘사태가 소요에 이르도록 충동했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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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① In eis autem causis ubi aliquid recte factum aut concedendum esse 
defenditur, ② cum est facti subiecta ratio, sicut ab Opimio: ‘Iure feci, salutis 
omnium et conservandae reipublicae causa,’ relatumque est ab Decio: ‘Ne 
sceleratissimum quidem civem sine iudicio ③ iure ullo necare potuisti,’ oritur 
illa disceptatio: Potueritne recte salutis reipublicae causa civem eversorem civitatis 
indemnatum necare. Ita disceptationes eae, quae in his controversiis oriuntur, 
quae sunt certis personis et temporibus notatae, fiunt rursus ④ infinitae detractis 
personis ac temporibus et ⑤ rursum ad consultationum formam rationemque 
revocantur.                        
① 한편 ~하는 경우 ￭ in eis autem causis (  [105] ① 참조).

② 즉 사건 동기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인데 ￭ cum est facti subiecta ratio, 

sicut ab Opimio를 이 게 번역했다는 것은 놀랍게도 역자가 아직까지도 키 로 

수사학의 개를 제 로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명백한 증좌이다. 추측컨  역

자는 facti subiecta를 ‘사건 동기’로,  ratio를 ‘정당화될 수 있음’으로 둔갑시킨 

것 같다. 아니면 facti ratio와 subiecta인가? 련 내용은 이미 [102] ⑤에서 살펴

보았다.

③ 어떤 법  근거도 없이 ~  살해할 수 없다 ￭ ne ~ quidem ~ iure ullo 

necare potuisti의 시제에 주의하면 ‘ 는 정당하게 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재  없이 살해해서는 안 되었었다는 취지이

다. 

④, ⑤ 다시 일반 조항 논의 형태와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 이 의 마지

막 부분을 역자는 특별히 fiunt rursus infinitae와 rursum ad consultationum 

formam rationemque revocantur를 구분하지 않고서 합쳐서 번역했거나, 아니면 

앞의 것은 생략한 채 뒤의 것만 번역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느 경우이든 번역의 

원칙에는 어 난다고 할 것이다. 

[107] Sed ① in gravissimis firmamentis etiam illa ponenda sunt, si qua ② ex 
scripto legis aut testamenti aut verborum ipsius iudicii aut ③ alicuius 
stipulationis aut cautionis opponuntur defensioni contraria. At ne hoc quidem 
genus in eis causis incurrit quae coniectura continentur; ④ quod enim factum 
negatur, id coargui scripto non potest. ⑤ Ne in definitionem quidem ve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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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e scripti ipsius; ⑥ nam etiam si verbum aliquod ex scripto definiendum est 
quam vim habeat, ut cum ex testamentis quid sit ⑦ penus aut cum ex lege 
praedii quaeritur quae sint ⑧ ruta caesa, non scripti genus sed verbi interpretatio 
controversiam facit. 
① 이를 ‘핵심 논거’에 배치해야 한다 ￭ 역자의 용어법에 따르면 이미 

firmamentum만으로도 ‘핵심 논거’이므로 gravissima firmamenta의 역어도 그냥 

‘핵심 논거’라면 gravissima가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重且大한 공격 논거’라

고 번역하면 괜찮을 것이다.

② 법 조항, 유언장, 재  발언, 어떤 계약문서나 보증문서 에 ￭ 법 조항

(legis) 이하 열거된 것들은 모두 속격으로서 ex scripto의 scriptum을 꾸미므로, 

역자처럼 이들 항목을 그냥 열거한 다음 ‘~ 에’로 마무리 짓는 것은 정확한 번

역이 아니다. 이곳에서 요한 것은 바로 문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에서 볼 때 우연하게도 다른 것들은 모두 그 자체가 文記에 해당하는 것처

럼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  발언’은 분명히 아니므로, 이 에서도 역자

의 번역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  기록’이나 ‘재 조서’로 바

어야 할 것이다.   

③ 어떤 계약문서나 보증문서 ￭ 그런데 이상의 것 에서 특히 alicuius 

stipulationis aut cautionis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 번역문이 주는 인상과 달리, 

stipulatio는 問答契約이라고 부르는 로마법상 잘 알려진 언어계약으로서 그 자체

가 서면이 아니다.  cautio는 통상 stipulatio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담보제공약속

을 뜻하기도 하지만, 달리 채무증서나 수증서를 지칭하기도 하므로,53) 文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어 든 로마인들은 언어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과는 무 하지만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입증의 필요에 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이러한 행이 공고히 되면서 키 로 시 로부터 한참 떨

어진 후 에는 문답계약이 아  文記契約으로 화하는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54) 

 로마법상 ‘보증계약’(sponsio, fidepromissio, fideiussio)은 문답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보증인이 설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논하므로, cautio와는 구별해야 한다. 

53) Cf. Elizabeth A. Meyer, Legitimacy and Law in the Roman World. Tabulae in Roman 
Belief and Practice (2004), 41 n.100; 109 n.78.

54) 문답계약에 관해서는 Elizabeth A. Meyer, Legitimacy and Law in the Roman World. 
Tabulae in Roman Belief and Practice (2004), 25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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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로는 이곳에서 법률  성격을 가지는 각종 서면 기록의 내용을 강력한 공격 

논거로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④ 미확정 사실은 문서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미 앞

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 내용이다. 역자의 수사학에 한 인식의 정도를 다시 한 

번 폭로하는 이 번역문은 원문이 quod enim factum negatur, id coargui scripto 

non potest인 만큼 ‘행 (한 사실) 여부가 부인되는 것은 서면 기록을 통해서 입

증될 수 없다’고 고쳐야 한다. 

⑤ ‘정의(定義)’를 둘러싸고 벌이는 재 에서도 실은 문서기록은 독자 으

로 쟁 을 만들지 못한다 ￭ Ne in definitionem quidem venit genere scripti 

ipsius는 번역하기 난해한 문장이다. 우선 주어를 구해보면, 앞 문장에서와 같이 

‘증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 다면 그 번역은 다소간의 의역이 불가

피한데, ‘구성요건 명명의 쟁  단계에서도 이러한 증명은 書面記錄類가 문제되

더라도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도가 될 것이다.

⑥ 비록 문서 표 과 련하여 ‘그것이 어떤 뜻인지’에 하여 특정 단어로 

[사 ] 의미 규정을 내릴 수 있지만, ~  이때 공방은 문구에서가 아니라 문

구 해석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이 번역문도 완 히 틀린 것이다. 이에 의

하면 ‘문서 표 ’이 어떤 뜻인지를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사 ] 의미 규정

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문법 으로 불가능한 해석이다. etiam si verbum 

aliquod ex scripto definiendum est quam vim habeat는 ‘어떤 단어가 그것이 어떤 

뜻을 갖는지와 련해서 서면기록에 의하여 定義되어야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 맞는 번역이다. 이처럼 외견상 서면기록이 문제되는 것 같은 상황도 사실은 

개념의 규정, 定義, 구성요건의 命名이 쟁 인 definitio의 에서는 ‘서면기록

류가 아니라 문구의 해석이 쟁 을 이룬다’는 것이다(non scripti genus sed verbi 

interpretatio controversiam facit). 요컨  이 에서 키 로는 기록물로서의 

scriptum과 意味擔持者로서의 verbum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역자가 앞에서는 

scriptum을 ‘문서’라고 하다가, 이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문구’로 번역

한 것은 따라서 잘못이다. 다음 인 [108]에서도 단수 verbum은 ‘단어’로, 복수 

verba는 ‘문장’, ‘문구’로, scriptum은 ‘문구’, ‘문서’로 표시하여 이런 혼란스러운 

용어 사용법이 그 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  이 의 주제인 이른바 scriptum은 

물  상으로서의 서면기록이면서, 그 기록된 로의 文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상태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며, 그 이상의 내용 인 의미 악을 한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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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다음 과의 연결고리로 제시되고 다음 의 주제인 ‘語義 解釋’(verbi 

interpretatio)의 담당인데, 이것은 물론 ambiguitas의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⑦ 비축 품목(penus), ⑧ 베어져 있어서 가져갈 수 있거나 캐어갈 수 있는 

것(ruta caesa) ￭ 이들 어휘와 련하여 역자는 323면 역주 24와 25에서 련 

로마법 의 개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용방식이 로마법학의 례를 

벗어난 것까지는 그 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된 개소의 표시(Corpus Iuris Civilis, 

｢유언과 상속에 하여｣ 32 2; Corpus Iuris Civilis, ｢매매법에 하여｣ 19.1.6) 

자체가 완 히 틀렸다. 각각 D.32.60.2  D.19.1.17.6이 맞는 것이다. 로마법

을 통째로 지시해서는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다만 Mommsen/Krüger

의 본 제1권을 언 함으로써 그 검색의 범 가 어들었으되, 제1권에 포함된 

것이 <법학제요>와 <학설휘찬> 2종이므로 아직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목을 제시해  것도 모르면 몰라도 혼란만 야기한다. D.32의 제목은 De 

legatis et fideicommissis로서 ｢유증과 신탁유증에 하여｣이고, D.19.1의 章 제목

은 De actionibus empti venditi여서 ｢매매소권에 하여｣이며, ｢매매법에 하여｣

란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D.18.1이기 때문이다. 遺贈의 상인 penus(‘備

蓄食糧品目’)에 해서는 <학설휘찬> 제33권 제9장이 다루고 있는데, 그 구체

인 범 에 하여 이미 키 로 시 에 법률가들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55) 

55) D.33.9.3 Ulpianus libro vicesimo secundo ad Sabinum. 
Qui penum legat quid legato complectatur, videamus. et Quintus Mucius scribit libro 
secundo iuris civilis penu legata contineri, quae esui (먹을 것) potuique (마실 것) 
sunt. idem Sabinus libris ad Vitellium scribit: quae harum, inquit, patris familiae uxoris 
liberorumve eius vel familiae, quae circa eos esse solet, item iumentorum, quae 
dominici usus causa parata sunt. (1) Sed Aristo notat etiam quae esui potuique non 
sunt contineri legato, ut puta ea, in quibus esse solemus, oleum (기름) forte, garum 
(魚汁) muriam (鹽醬水) mel (꿀) ceteraque his similia. (2) Plane, inquit, si penus 
esculenta legetur, Labeo libro nono posteriorum scribit nihil eorum cedere, quia non 
haec esse, sed per ea solemus. Trebatius in melle contra scribit, merito, quia mel esse 
solemus. sed Proculus omnia haec contineri recte scribit, nisi contraria mens testatoris 
appareat. (3) Esculenta, utrum ea quae esse, an et ea per quae esse solemus, legaverit? 
et ea quoque legato contineri credendum, nisi contraria mens patris familias doceatur. 
mella certe semper esculentae penui cedere, lacertas (고등어) quoque cum muria sua 
contineri nec Labeo negavit. (4) Poculenta penu ea, quae vini (포도주) loco pater 
familias habuit, continebuntur, supra scripta vero non continebuntur. (5) Penori acetum 
(식초) quoque cedere nemo dubitat, nisi exstinguendi ignis causa fuit paratum: tunc 
enim esui potuique non fuit: et ita Ofilius libro sexto decimo actionum scr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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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에 매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던 ruta caesa는 자 그 로는 

“캐낸 것, 베어낸 것”인데,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결합된 것이 아닌 일체의 것

을 지칭하는 용어 다.56)

(6) Sed quod diximus “usus sui gratia paratum” accipiendum erit et amicorum eius et 
clientium et universorum, quos circa se habet, non etiam eius familiae, quam neque 
circa se neque circa suos habet: puta si qui sunt in villis deputati. quos Quintus 
Mucius sic definiebat, ut eorum cibaria (식량) contineri putet, qui opus non facerent: 
sed materiam praebuit Servio notandi, ut textorum et textricum cibaria diceret contineri: 
sed Mucius eos voluit significare, qui circa patrem familias sunt. (7) Simili modo et 
iumentorum cibaria (役畜飼料) penui continentur, sed eorum iumentorum, quae usibus 
ipsius et amicorum deserviunt: ceterum si qua iumenta agris deserviebant vel 
locabantur, legato non cedere cibaria eorum. (8) Sive autem frumentum (밀) sive quid 
leguminis (콩) in cella penuaria habuit, penori legato continebitur, sed et hordeum (보
리) sive familiae sive iumentorum gratia: et Ofilius scribit libro sexto decimo 
actionum. 
(9) Ligna (목재) et carbones (숯) ceteraque, per quae penus conficeretur, an penori 
legato contineantur, quaeritur. et Quintus Mucius et Ofilius negaverunt: non magis 
quam molae (窄油機), inquiunt, continentur. idem et tus (香) et ceras (蜜蠟) contineri 
negaverunt. sed Rutilius et ligna et carbones, quae non vendendi causa parata sunt, 
contineri ait. Sextus autem Caecilius etiam tus et cereos in domesticum usum paratos 
contineri legato scribit. (10) Servius apud Melam et unguentum (香油) et chartas 
epistulares (便紙紙) penoris esse scribit et est verius haec omnia, odores (香水) quoque 
contineri: sed et chartas ad ratiunculam vel ad logarium (계산용지) paratas contineri. 
(11) Vasa (단지) quoque penuaria quin contineantur, nulla dubitatio est. Aristo autem 
scribit dolia (큰항아리) non contineri, et est verum secundum illam distinctionem, 
quam supra in vino fecimus. nec frumenti nec leguminum thecae (상자) (arculae [손
궤] forte vel sportae [바구니]) vel si qua alia sunt, quae horrei penuarii vel cellae 
penuariae instruendae gratia habentur, non continebuntur, sed ea sola continentur, sine 
quibus penus haberi non recte potest.

56) D.50.16.241 Quintus Mucius Scaevola libro singulari ὅρων. 
In “rutis caesis” ea sunt, quae terra non tenentur quaeque opere structili tectoriove non 
continentur. 
D.18.1.66.2 Pomponius libro trigensimo primo ad Quintum Mucium. 
Quintus Mucius scribit, qui scripsit “ruta caesa quaeque aedium fundive non sunt”, bis idem 
scriptum: nam ruta caesa ea sunt quae neque aedium neque fundi sunt. 

   D.19/1/38/2 Celsus libro octavo digestorum. 
Firmus a Proculo quaesiit, si de plumbeo castello fistulae sub terram missae aquam ducerent 
in aenum lateribus circumstructum, an hae aedium essent, an ut ruta caesa vincta fixaque 
quae aedium non essent. ille rescripsit referre, quid acti esset. quid ergo si nihil de ea re 
neque emptor neque venditor cogitaverunt, ut plerumque in eiusmodi rebus evenisse solet, 
nonne propius est, ut inserta et inclusa aedificio partem eius esse existime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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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① Cum autem aut plura significantur scripto propter verbi aut verborum 
ambiguitatem, ut liceat ei ② qui contra dicat eo trahere significationem scripti 
quo expediat ac velit;  aut, si ambigue scriptum non sit, vel a verbis voluntatem 
et sententiam scriptoris abducere vel ③ alio se eadem de re contrarie scripto 
defendere, tum disceptatio ex scripti contentione exsistit, ut in ambiguis 
disceptetur, quid maxime significetur, in scripti sententiaeque contentione, utrum 
potius iudex sequatur, in contrariis scriptis, utrum magis comprobandum sit.
① 단어나 문장 표 의 의성은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데, 그 결과 ~ 끌

고 갈 수도 있고, ~  분리시키거나, ~  방어할 수 있다. 이 문구 해석에서 ~  핵

심 쟁 이 생겨난다 ￭ 원문의 구조는 cum ~, si ~, tum ~으로 조건문의 형식

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데’와 같이 斷定하는 표 은 항

상 그 다는 식으로 문장의 취지를 곡해할 수도 있게 만든다. 역시 번역이란 불

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문의 구조를 그 로 살리는 것이 최상이다. 

② 말은 반 로 하면서 해석은 ~  끌고 갈 수도 있고 ￭ 마치 말과 행동을 

표리부동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황당한 번역문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도 모순이다. 왜냐하면 해석이란 그 자체가 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qui 

contra dicat는 당연히 ‘반 로 말하는 자’, ‘반박하는 자’, ‘반론을 펴는 자’, ‘異

議하는 자’이다. contra dicere는 contradicere와 다른 것이 아니다. 키 로가 굳이 

이 게 표 한 것은 원고든 피고든 상 방의 주장에 하여 반론을 하는 치에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다. 로마의 법률가들이 “항변의 경우 피고는 

원고랑 마찬가지이다‘57)라고 설 한 것도 모두 같은 취지이다. 역자의 해당 번역

은 더 이상 쉬울래야 쉬울 수 없는 라틴어 문장에 한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오역이다.

③ 같은 사건임에도 정반 의 다른 문서나 법 조항을 걸어 방어할 수 있다 

￭ alio se eadem de re contrarie scripto defendere의 번역이므로 살펴보면, 

eadem de re의 res는 ‘사건’이라고 하면 무 범 가 넓다. 증명과 련된, 서면

57) D.44.1.1 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Agere etiam is videtur, qui exceptione utitur: nam reus in exceptione actor est. 
D.22.3.19.pr Ulpianus libro septimo disputationum. 
In exceptionibus dicendum est reum partibus actoris fungi oportere ipsumque exceptionem 
velut intentionem implere: ut puta si pacti conventi exceptione utatur, docere debet pactum 
conventum factum esse.



崔 秉 祚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282∼323320

에 반 된 ‘사안’이다. ‘동일한 사안에 하여/ 한’이란 뜻이다. alio scripto는 물

론 ‘다른 문서’, ‘다른 서면’이다. 여기에 왜 원문에는 없는 ‘법 조항’이 등장하는

지 그 까닭을 알 길이 없다. se defendere는 물론 ‘스스로를/자신을 방어한다’이

다. 사소한 것 같지만 se를 빼먹은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contrarie는 부사

로 원래 ‘반 로’, ‘상반되게’의 뜻인데, alio ~ contrarie scripto 구 의 어순을 보

면 contrarie가 defendere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scriptum과 견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맨 마지막 문장의 contrariis scriptis와 비교해 보아도, 역자가 

‘정반 의’라고 옮긴 것은 합당하다. 굳이 부사임을 고집한다면 ‘정반 로 (기재

된)’ 식이 될 것이다. 그 다면 역자가 맨 앞의 부분을 ‘같은 사건임에도 정반

의’라고 양보의 뜻을 살려서 옮긴 의도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상황의 문맥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양보문의 형식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

방당사자의 주장에 하여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기재하고 있는 문건을 제시하

면서 반  입증을 하고자 하는 타방당사자로서는 그 문서가 ‘같은 사안임에도 불

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그 게 

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그 다른 기재에 의거하여 반론을 펴려는 그

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 의 번역은 그냥 립 으

로 ‘동일한 사안에 해 정반 로 기재된’ 는 ‘같은 사안에 한 정반 의’ 다

른 문서 운운 하는 것이 더 할 것이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학에 한 것이라면 토씨 하나라도 허투루 생각할 

것이 아니다.

III.

이제 종합해 보자. 평자의 소견이 다 맞거나 언제나 더 한 것은 아닐 것

이다. 여기서 살펴본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pars pro toto의 논리로써 번역본 

체를 평가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상의 검토만으로도 어도 이 평의 

상인 국역본이 일정한 성향의 오류와 단 을 드러냈고, 이로 미루어 보건  다른 

부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실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

를 지우기 힘들다. 

요컨  이 국역본은 ① 법률용어의 이해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오류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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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수사학 용어도 많은 경우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다.

② 문장의 번역에 있어서도 언뜻 보면 그런 로 읽힐 만하게 번역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기실은 엄 성과 정확도가 의외라고 할 정도로 미진하다.

③ 번역의 底本으로 삼은 원문 텍스트의 讀法과 련해서도 반드시 최선의 것

을 선택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④ 수사학 련 문용어의 역어 선택에 있어서도 과연 성공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⑤ 역주도 본문의 이해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충실히 제공했는지 재

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이 번역본은 스스로가 ars bene dicendi의 본령을 

제 로 지키지 못하 고, 그래서 virtus가 결여되었다. 역자는 매우 섬세한 감각

으로 철 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난해한 키 로 수사학에 

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 하게 서둘러 번역본을 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도 이 에서 다룬 부분들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 히 새로 

번역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독자들에게 그 수정본을 제공해야 마땅할 것이고, 다

른 부분들도 東西古今의 先學들의 성과를 두루 참조한 가운데 보다 겸허한 자세

로 보다 신 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작은 에서도 드러났듯이, 키 로를 번역하는 작업은 진정 어렵고도 어려

운 작업이다. 탁월한 고 어의 능력과 그리스와 로마의 文⋅史⋅哲을 통하는 

自由自在함에 더하여 로마의 법학과 문화, 사회에 한 소양과 통찰도 필요하다. 

키 로 자신의 어법상의 일 성 결여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만큼 그 번역 작업을 한 인력의 양성을 포함하여 학계의 기획과 비도 철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작업을 한 물 , 경제  지원 한 장기에 걸

쳐 지속 이고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

역 키 로 집의 탄생을 해서 우리나라 고 학계의 역량을 조직 으로 총동

원하는 거  로젝트가 실 되는 순간이 이른바 인문학의 기 극복이 개시되

는 시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 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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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man Law in the Cicero’s Partitiones oratoriae.
－A Short Review of Jae-Won An’s Korean Translation (2007)－

58)

Byoung Jo Choe
*

This article is a short review of the newly published Korean translation by 
Jae-Won An of Cicero’s Partitiones oratoriae (September 2007). Its aim is very 
limited, for it surveys only that part of the book which concerns legal 
controversies (status legales). The translator tries, in principle, to express in 
common Korean, but this attitude leads him very frequently to a translation that 
is technically not precise enough and thus incorrect. His understanding of the 
Roman legal terms as well as rhetorical termini technici seems to be surprisingly 
poor and sometimes even defective. To make the matter worse, his translation of 
the latin sentences which include nothing special in terms of vocabulary and 
sentence structure is, generally speaking, very often perverting the meaning and 
thus estranging readers from Cicero’s original intent. The additional explanations 
given in the translator’s notes, too, are now and then incorrect. His Korean 
counterparts for latin rhetorical terms, often not uniform and inaccurate, did not 
always satisfy the common postulates in the word-formation as well as the 
general standards for the technical terminology. As a matter of fact, this 
judgement does not touch the whole of the book, but it apparently suggests that 
these traits might also hold true for the rest of the book. It must be, therefore, 
energetically stressed for him to renew the translation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aequitas, aequum et bonum, causa, Cicero, definitio, locus, 
Partitiones oratoriae, ratio, rhetorica, Roman law, Roman rhetorics, 
status, status legalis, to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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