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로마법상 첨부의 사안은 매우 다양하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각 유형별로, 그리고 

각 사안별로 정의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목재를 타인의 부동산

이나 포도원에 부합한 경우에 대하여는 일찍이 12표법이 그것을 다시 분리하는 것을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분리를 금지시켰고, 그래서 소유물반환청구

를 부인하고 별도로 마련된 접합목재소권으로 해결하였다. 동산이 타인 소유의 부동

산에 부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하는 경우와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가 비교적 상세

히 논의되었다. 이 두 경우는 크게 다르게 규율되었는데, 건자재는 분리되면 소유물반

환청구에 의한 회수가 가능하였던 반면에, 식물의 경우에는 착근하면 그 토지의 양분

으로 成育한 점이 고려되어 분리되어도 소유물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고의 대상 개소인 D.6.1.5.3은 일찍이 알페누스 바루스가 일정한 사안에서 나무

의 소유자였던 자에게 準對物訴權을 인정하였다는 울피아누스의 보고를 담고 있는 

짤막한 사례인데, 사안의 이해는 텍스트의 분량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바실리카법전

부터 그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고, 후대의 많은 로마법 연구자들도 가히 

百家爭鳴이라 할 정도로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로마법 

연구자들이 관련된 모든 사료들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하나의 일관된 체계적 법리를 

얻어내고자 했고, 이런 목적으로 일정한 법리를 일반화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료에 

적용하면서 이에 잘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료의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일도 마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D.6.1.5.3은 이런 식으로 오해된 전형적인 예인데, 많은 연구

자들의 경우 식재와 건축의 사안에 따른 차이가 제대로 인식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던 

탓이 또한 크다. 이 글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연구와 오늘날 범용되는 외

국어 번역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로마법 사료에 나타난 법리를 사안

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반화-추상화하는 것은 법전법에 익숙한 현대인이 빠지기 쉬운 

잘못임을 밝히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자 자신의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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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이 글은 로마법 개소를 번역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準對物訴權(actio utilis in 

rem)이 문제된 간단한 개소 하나를 예로 들어서 보여주려는 것이다.1) 따라서 주된 

관심은 이 개소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살피고, 그것들이 왜 

문제인지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Ⅱ. 대상 개소

이곳에서 살피고자 하는 개소는 학설휘찬 제6권 제1장 제5절 제3항이다. 우선 

일응의 번역문과 함께 제시한다.

< 1 > D.6.1.5.3 Ulpianus libro 16 ad edictum.

De arbore, quae in alienum agrum translata coaluit et radices immisit, Varus et 

Nerva utilem in rem actionem dabant: ¶ nam si nondum coaluit, mea esse non 

desinet.

1) [일러두기] ∮ = (로마법률가의) 주요활동시기. cit. = 이미 인용한 개소. h.l. = 해당 개소. 

바실리카법전 등 그리스어 사료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편의상 라틴어역문으로 인

용한다. 어떤 개소에는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단락 표시 ¶를 추가하였다. 말미에 

摘示한 참고문헌은 필자명과 연도만으로 인용한다(필요시 약어 제시). 주요 사료에는 

< >로 일련번호를 붙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다. 그리고 투고심사자 세 분의 의견에 

대하여 사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곳에서는 사견을 덧붙였다. 소중한 의견

에 감사드린다.

D.6.1.5.3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6권.

[제3자에 의하여 또는 자연력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로 옮겨져서 유착하고 

뿌리를 내린 [내] 나무에 관하여 알페누스 바루스와 네르바는 [선의의 나무 

소유자인 나에게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準對物訴權을 인정하였다. 아직 유

착하지 않았으면 내 소유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주제어: 가공, 건축, 나무, 鍛接, 로마법, 부합, 식재, 소유물반환청구, 악의의 항변, 

제시소권, 준대물소권, 지상물, 특시명령,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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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로 移轉되어 癒着하고 뿌리를 내린 나무에 관하여 알페누스 바루스

(∮60-30 BC)와 네르바(∮10-33 AD)는 準對物訴權을 인정하였다. ¶ 그리고 아직 

유착하지 않았으면 내 것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Ⅲ. 학    설

이 개소를 이해하기 위한 선결문제는 모든 경우가 그렇듯이 이 개소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한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갈리고 있다. 

이를 몇몇 대표적인 경우들을 골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학설들, Bonfante, Alan Watson, David Daube의 견해: 준대물소권 부정설

(1) 많은 舊학설은 이 개소에 언급된 準對物訴權(utilis in rem actio)의 진정성을 

부정한다. 그 근거는 특히 이 개소가 D.39.2.9.2와 모순된다는 데 있다.2) 

< 2 > D.39.2.9.2 Ulpianus 53 ad ed.

Alfenus quoque scribit, si ex fundo tuo crusta lapsa sit in meum fundum eamque 

petas, dandum in te iudicium de damno iam facto, idque Labeo probat: nam 

arbitrio iudicis, apud quem res prolapsae petentur, damnum, quod ante sensi, non 

contineri, nec aliter dandam actionem, quam ut omnia tollantur, quae sunt 

prolapsa. Ita demum autem crustam vindicari posse idem Alfenus ait, si non 

2) 가령 Lauterbach/Schütz (1697), ad D.41.1, p.565: “tum nullum remedium priori domino 

superest. 9.§.2.de damn.infect. [= D.39.2.9.2].”; Lenel (1974), 186 n.8: “dem Alfenus 

wird diese utilis in rem actio kaum zuzutrauen sein, vgl. auch (39.2) 9 § 2.”; Bonfante 

(1968), 124 + n.4; 125 + nn.1-2 (D.43.24.22.pr., D.39.2.9.2). 한편 Donellus (1840), col. 

918는 삼단논법을 동원하여 울피아누스가 D.39.2.9.2에서 “절대적이고 예외 없이” rei 

vindicatio를 부인하고, 또 D.3.5.46.1 (Paulus 1 sent.: Nec refert directa quis an utili 

actione agat vel conveniatur, quia in extraordinariis iudiciis, ubi conceptio formularum 

non observatur, haec suptilitas supervacua est, maxime cum utraque actio eiusdem 

potestatis est eundemque habet effectum.)에서 알 수 있듯이 준소권은 본래소권과 효과

가 같은 것(eadem vis)이므로, 고로 울피아누스는 D.6.1.5.3의 준소권 역시 부인되어야

만 한다는 견해라고만 지적함으로써 심층적인 분석은 빠져 있으나, 일단 로마 법률가

들 사이에 학설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려는 다

양한, 그러나 설득력 없는 구학설 8종 및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는 Camillo (1889), 

16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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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uerit nec unitatem cum terra mea fecerit. ¶ Nec arbor potest vindicari a te, 

quae translata (sc. a te) in agrum meum cum terra mea coaluit. ¶ Sed nec ego 

potero tecum agere ius tibi non esse ita crustam habere, si iam cum terra mea 

coaluit, quia mea facta est.

(알페누스도 너의 토지에서 흙떠껑이가 나의 토지로 떨어지고 그것을 네가 반환

청구하는 경우 너를 상대로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소송을 부여해야 한다고 

쓰고 있고, 이 견해를 라베오도 찬동한다. 알페누스는 낙반한 물건이 청구되는 소

송 담당 심판인의 裁定에는 내가 그 전에 받은 손해는 포함되지 않고, 또 소송은 

낙반한 모든 것이 收去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에는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알페누스는 가로대 흙떠껑이가 내 땅에 유착하여 일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 또 [너에 의하여] 나의 

토지로 이식되어 내 땅과 유착한 나무도 너에 의하여 소유물반환청구될 수 없다. 

¶ 그러나 이미 내 땅과 유착한 때에는 나 역시도 너를 상대로 너에게 흙떠껑이를 

그렇게 가지는 권리가 없음을 소구할 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3)

D.39.2.9.2는 이웃하는 두 토지 사이에서 어느 한 쪽(甲)에서 유발된 사태(흙떠껑이

의 落盤)나 행위(植栽)로 土塊나 나무가 이웃토지(乙)로 넘어간 경우 두 토지 사이

의 법률관계를 다룬 개소이다. 개진된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넘어간 

물건이 토지에 유착하지 않았으면 甲은 乙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

는데, 일반적인 경우의 소유물반환청구와는 달리 점유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인 乙은 사태 유발 측인 甲이 자기 비용으로 그것을 수거하는 

것을 受忍하기만 하면 되고,4) 또 이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면 甲을 상대로 그

3) 필자의 기존의 다른 번역문은 최병조(1999), 137. 이 경우를 rei vindicatio가 아니라 상대

방의 권리를 부인하는 actio negatoria로 잘못 이해한 학설에 대한 비판은 Rainer (1987), 106.
4) 심사자 ②는 초고의 이 부분에 대하여 ｢3면에서 필자는 갑이 을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소유물반환청구와 다르다고 본다. “...omnia tollantur, quae sunt prolapsa.”

를 기초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수거허용청구권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알페누스가 인정하는 것은 그저 일반적 소유물반환청구소권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점유자가 점유에 이르게 된 사정이 소유

자 측에게 돌릴 사유일 경우에 회수의 비용 부담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취지인 

것이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환을 할 필요가 없이 회수해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에서 초고에서 회수의 ‘허용’이라 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자

신이 수거해 가는 것을 “허용”하라는 대인적인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문맥상 

분명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受忍’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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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받은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거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여 배상과 수거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넘어온 것이 乙의 토지에 유착하면 토지소유자인 乙의 소유가 되므로 甲은 더 이

상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乙은 이미 소유자이기에 甲의 

수거권을 부인하기 위한 소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제기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명백한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가 그 물건에 대하여 권리 없음을 소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개소에서 적용된 ‘지상물은 토지에 부속된다’(superficies solo cedit)5)

는 법리는, 법적인 판단에 따를 때 ‘우세’한 물건이 ‘열세’한 물건을 말하자면 흡인

하고 그 결과 부속된 물건이 독자성을 잃게 되는 부합(D.6.1.23.4)6)이 동산과 부동

산 간에 일어난 경우 적용되는 확고부동한 로마법의 법리였다. 이 법리는 나무의 

경우에는 착근하면 토지에 부속된다는 것으로 특화되었고(plantae quae terra coa-

lescunt solo cedunt), 파종된 씨앗에도 적용되었다.7)

5) Gai. 2 rer. cott. D.41.1.7.10; D.41.1.9.pr.-1; 25 ad ed. prov. D.43.18.2; Gai. 2.73; Ulp. 

69 ad ed. D.43.17.3.7; 6 opin. D.9.2.50; Paul. 74 ad ed. D.44.7.44; Inst.2.1.29, 32-33; 

Diocl./Maxim. C.3.32.11.pr. (a.293); C.8.10.5 (a.290); Epit. Gai. 2.1.4. 특히 지상건물이 

토지에 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Sono (2014), 11ff.
6) D.6.1.23.4 Paulus libro 21 ad edictum.

In omnibus igitur istis, in quibus mea res per praevalentiam alienam rem trahit meamque 

efficit, si eam rem vindicem, per exceptionem doli mali cogar pretium eius quod 

accesserit dare.

(나의 물건이 優勢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끌어들여서 나의 소유로 만드는 모든 경우

에 내가 그 물건을 소유물반환청구하면 나는 악의의 항변을 통하여 부합된 것의 가액을 

급부하도록 강제된다.)
7) 다만 파종의 경우에는 즉시 부합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음 개소에서 종

자의 부합은 구태여 증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바로 일어난 것이다. 마지막 quia-절이 비용

상환의 배제와 관련하여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증여에 의한 그것을 정확히 식별

하여 논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다.

D.39.5.14 Iulianus libro 17 digestorum.

Qui alienum fundum donationis causa excolit, nullam retentionem propter impensas faciet, 

quia domini res ab eo iniectas continuo efficit.

(타인의 토지를 증여 목적으로 경작하는 자는 비용으로 인한 아무런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가 뿌린 것을 즉시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식재와 파종 중 어느 사안의 규율이 먼저 발전했는지를 둘러싼 Daube, Kaser, 성중모

의 견해에 대하여는 성중모(2013), 10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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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D.41.1.7.13 Gaius 2 r. c. sive aur. = Inst.2.1.31-32.

Si alienam plantam in meo solo posuero, mea erit: ex diverso si meam plantam 

in alieno solo posuero, illius erit: si modo utroque casu radices egerit: antequam 

enim radices ageret, illius permanet, cuius et fuit. ¶ His conveniens est, quod, si 

vicini arborem ita terra presserim, ut in meum fundum radices egerit, meam effici 

arborem: rationem enim non permittere, ut alterius arbor intellegatur, quam cuius 

fundo radices egisset. ¶ Et ideo prope confinium arbor posita, si etiam in vicinum 

fundum radices egerit, communis est.

(내가 타인의 나무를 내 땅에 심으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내 나

무를 타인의 땅에 심으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나무가 着根한 

경우에 한하여. 왜냐하면 착근하기 전에는 종전 소유자였던 자의 소유로 계속 남기 

때문이다. ¶ 이에 일관되게, 내가 이웃의 나무를 흙으로 덮어서 내 토지로 착근하

도록 한 경우 그 나무는 나의 소유가 된다. 왜냐하면 나무가 착근한 토지의 소유

자가 아닌 다른 자의 소유로 생각된다는 것은 이치8)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래서 토지경계에 가까이 식재된 나무가 또한 이웃토지로도 착근한 경우에는 

공유이다.9))

< 4 > D.41.1.9.pr. Gaius 2 r. c. sive aur. 

Qua ratione autem plantae quae terra coalescunt solo cedunt, eadem ratione 

frumenta quoque quae sata sunt solo cedere intelleguntur. ...

(그런데 땅에 유착하는 나무들이 토지에 부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파종된 곡식 

종자도 토지에 부속되는 것으로 본다.)

8) Paraphrasis 2.1.32: φυσικὸς λογισμὸς (naturalis ratio). Naturalis ratio 용어는 파울루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다. 가이우스의 ratio가 동일한 것임은 물론이다. 반면에 江

南義之(1990), 397: “理性”.

D.17.2.83 Paulus libro primo manualium.

Illud quaerendum est, arbor quae in confinio nata est, item lapis qui per utrumque fundum 

extenditur an, cum succisa arbor vel lapis exemptus eius sit cuius fundus, pro ea quoque 

parte singulorum esse debeat, pro qua parte in fundo fuerat? An qua ratione duabus massis 

duorum dominorum flatis tota massa communis est, ita arbor hoc ipso, quo separatur a solo 

propriamque substantiam in unum corpus redactam accipit, multo magis pro indiviso 

communis fit, quam massa? Sed naturali convenit rationi et postea tantam partem utrumque 

habere tam in lapide quam in arbore, quantam et in terra habebat.

Cf. D.10.3.19.pr. Paulus 6 ad Sab.; D.41.1.8.1 Marcianus 3 inst.; Sokolowski (1959), 

150ff.
9) Sokolowski (1959), 149 + 543 n.367은 이 부분과 D.43.24.22.pr. < 17 >를 유사한 것으로 

치부하는데, 일반 나무와 포도나무의 차이를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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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Gai. 2.74-75.

73. Praeterea id, quod in solo nostro ab aliquo aedificatum est, quamuis ille suo 

nomine aedificauerit, iure naturali nostrum fit, quia superficies solo cedit. 

74. Multoque magis id accidit et in planta, quam quis in solo nostro posuerit, si 

modo radicibus terram complexa fuerit. 

75. Idem contingit et in frumento, quod in solo nostro ab aliquo satum fuerit. 

(73. 그밖에 우리 땅에 타인에 의하여 건축이 된 것은 비록 그가 자신의 명의로 

건축하였더라도 자연법에 의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는바, 지상물은 토지에 부속되

기 때문이다.

74. 그리고 어떤 자가 우리 땅에 심은 나무가 뿌리들로 땅과 얽힌 한, 더욱 더 그러

하다.

75. 우리 땅에 어떤 자에 의하여 파종된 곡식 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6 > D.41.1.26.1 Paulus 14 ad Sab.

Arbor radicitus eruta et in alio posita priusquam coaluerit, prioris domini est, ubi 

coaluit, agro cedit, ¶ et si rursus eruta sit non ad priorem dominum revertitur: 

nam credibile est alio terrae alimento aliam factam.

(뿌리째 뽑혀서 다른 토지에 식재된 나무는 (그 토지에) 유착하기 전에는 종전 소

유자의 소유이고, 유착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부속되며, ¶ 다시 뽑히더라도 종전 

소유자 소유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을 달리하여 양분을 얻었으면 다른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 7 > D.22.1.25.1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 et ideo nemo umquam dubitavit, quin, si in meo fundo frumentum tuum 

severim, segetes et quod ex messibus collectum fuerit meum fieret. ...

(그래서 나의 땅에 너의 곡식 종자를 파종한 경우 작물과 수확한 것이 나의 소유

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들 개소에 나타난 부합 법리를 종합하면, 나무가 어떻게 부합하게 되었는가－

즉, 나무 소유자가 식재했는가, 토지소유자가 했는가, 제3자 했는가, 아니면 뿌리의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인가－는 물권법적 부합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10) 착근한 나무는 그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더욱이 나

10) 참고로 성중모(2013), 10f. + n.27은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나무나 씨앗을－ 특히 절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점유한 후－ 자신의 토지에 심은 경우에도 … 나무나 씨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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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경우 다시 토지로부터 분리되더라도 생명체로서 유착해 있던 동안에 그 토지

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여 생장한 사정(말하자면 그 토지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그 전의 소유권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11) 이것은 부합 법리가 적용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부합 법리를 설명하는 기회에 그에 붙인 각주 27에서 

플라톤, 법률론, 843C (ὃς δ᾽ ἂν ἐπεργάζηται τὰ τοῦ γείτονος ὑπερβαίνων τοὺς ὅρους, τὸ 

μὲν βλάβος ἀποτινέτω, τῆς δὲ ἀναιδείας ἅμα [843d] καὶ ἀνελευθερίας ἕνεκα ἰατρευόμενος 

διπλάσιον τοῦ βλάβους ἄλλο ἐκτεισάτω τῷ βλαφθέντι: τούτων δὲ καὶ ἁπάντων τῶν 

τοιούτων ἐπιγνώμονές τε καὶ δικασταὶ καὶ τιμηταὶ γιγνέσθων ἀγρονόμοι. [qui vero fines 

egrediens vicini agrum arat, damnum rependito et simul propter impudentiam atque 

illiberalitatem medicinae causa alterum damni duplum ei, cui illatum fuerit, persolvito. 

harum autem et omnium huiusmodi rerum cognitores et iudices atque aestimatores sunto 

agrorum magistri. ― Schneider (1852), p.412])를 인용하면서 고대 희랍의 아테나이에서도 

유사한 규율을 볼 수 있다고 부언한다.

그러나 직접 인용된 내용을 포함한 단락(843b7-d6)의 주안점은 이웃 토지의 침범과 

불법경작(ἐπεργάζεσθαι, ἐπεργασία: 犯界侵耕)으로 인한 불법행위(박종현[2009], 603은 

“토지의 경계[표지]를 넘어가서 이웃의 것들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라 번역하고 있

는데, 그 의미가 선뜻 잘 들어오지 않는다)에 대하여 수확의 총 3배(손해배상액 1배 +

징벌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한 것으로, 전체 수확물이 불법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확기 전이나 (전부 또는 일부의) 작물이 

토지와 부합하기 전의 귀속, 더 나아가 중간에 다시 분리된 경우의 운명 등 부합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주는 바가 없어서 비교법적으로 적절한 인용인지 의

문이다. 상세는 Schöpsdau (2011), 219f. 실제로 그리스법에서는 식물의 식재는 소유권 

취득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었고, 그 결과 식재된 식물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아닌 식

재자에게 속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지상물은 토지에 부속된다’는 법리가 적

용될 여지가 없었다. Biscardi (1982), 195 + n.86; Kränzlein (1963), 104.
11) Zoesius (1645), ad D.41.1 n.41 (p.699); Vinnius (1726), ad Inst.2.1.31 comment. 1 

(p.191); Voet (1757), ad D.41.1 n.25 (p.611); Donellus (1840), col. 917f. § IV; Sandars 

(1869), ad Inst.2.1.31 (p.186). 부합된 나무는 부합된 토지의 地力으로써 성육하여 달

라진, 원래의 나무와는 다른 나무이기에 무주물이고, 그래서 비단 부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합과 동시에 일어나는 선점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시취득한다. 

따라서 다시 분리되면 원래의 나무 소유권이 되살아나지 않음은 물론 분리된 나무도 

그 자체로 무주물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다.

이처럼 부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된 경우에 원래의 소유권이 되살아나지 않는 다른 

경우로 동상에 다른 동상의 팔을 鍛接(ferruminatio; 동종 금속의 용접: Ludovicus 

[1717], ad D.41.1 Distinctio IV [p.77f.])한 경우가 있다. 이로써 부합과 소유권의 生滅 

문제는 어떤 일관된 － 특히 경제적, 법정책적 －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로마인들 나

름의 자연철학(同旨 Sokolowski [1959], 148; Kunkel/Mayer-Maly [1987], 169; 성중모

[2013], 9 + n.20)과 생활사태에 대한 판단이 깔린 법적 결정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Cf. Schermaier (1992), 24; 108 + n.12; 299; 성중모(2013), 13ff. 

D.6.1.23.5 Paulus libro 21 ad edictum.

Item quaecumque aliis iuncta sive adiecta accessionis loco cedunt, ea quamdiu cohaerent 

dominus vindicare non potest, sed ad exhibendum agere potest, ut separentur et tunc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 崔秉祚  9

되는 다른 대표적인 사안, 특히 토지소유자가 악의로 타인의 건축자재로 자기 토

vindicentur: ¶ scilicet excepto eo, quod Cassius de ferruminatione scribit. Dicit enim, si 

statuae suae ferruminatione iunctum bracchium sit, unitate maioris partis consumi et 

quod semel alienum factum sit, etiamsi inde abruptum sit, redire ad priorem dominum 

non posse. ¶ Non idem in eo quod adplumbatum sit, quia ferruminatio per eandem 

materiam facit confusionem, plumbatura non idem efficit. ¶ Ideoque in omnibus his 

casibus, in quibus neque ad exhibendum neque in rem locum habet, in factum actio 

necessaria est. ¶ At in his corporibus, quae ex distantibus corporibus essent, constat 

singulas partes retinere suam propriam speciem, ut singuli homines singulae oves: 

ideoque posse me gregem vindicare, quamvis aries tuus sit immixtus, sed et te arietem 

vindicare posse. ¶ Quod non idem in cohaerentibus corporibus eveniret: nam si statuae 

meae bracchium alienae statuae addideris, non posse dici bracchium tuum esse, quia tota 

statua uno spiritu continetur.

이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실소권(in factum actio)의 진위 여부는 다투어진다. Cf. 

Bonfante (1968), 124 + n.1; Zulueta (1953), 78 + n.2. 그러나 이것은 D.6.1.5.3 < 1 >의 

준소권과 그 실질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것이다. Pellat (1853), ad h.l. (p.214)는 이들 

사실소권과 준소권이 금전에 의한 塡補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 소송기술적인 형식의 차이(Gai. 4.46과 4.34-36)를 이유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견

해이다. 이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지적이지만, 본래소권(actio directa)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부여하고자 하는 소권의 형태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주장되

었던 것은 로마 학설법의 특징이기도 하므로, Pellat처럼 경직되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Hilliger는 이유 제시 없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모순이 해결된다

는 점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합목적적 결과의 관점에서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Donellus (1840), col. 918 n.5. 그밖에 Bas.15.1.23.5 (Heimbach II, p.159)는 비잔틴법의 

변화된 관점을 반영하여 ἡ περὶ ἀπαιτήσεως πραγμάτων ἀγωγὴ (말하자면 de repetitione 

rerum actio)라고 표현하였는데, Heimbach는 이를 금전급부소송이라는 의미에서 condictio

로 역출하였다. 실질적으로 소권의 구별이 무의미해진 판덱텐의 현대적 관용기(Usus 

modernus Pandectarum)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예로 Ayblinger (1726), ad D.41.1 

§. V n.237 (p.935)는 건축의 경우 건축자재 소유자였던 자에게 接合木材 사실소권, 

절도소권, 절도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 준소유물반환청구소권, 사실소권, 대인적 

木材接合소권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인정한다. 로마법 고유의 법기술적 구별이 더 이

상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합목적적 결과를 얻어내는 데 일정한 전거로서 활용되고 있

을 뿐인 것이다. 이런 예는 타인의 땅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물반환

청구하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나무의 수거

를 허용하면 비용상환의 필요가 없다는 로마법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당시의 

논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Ayblinger (1726), ad D.41.1 §. V n.265 (p.938). 더 나

아가서 로마법상의 부합의 법리 자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참조할 것. Huber (1724), 

ad D.6.1.23.2-4 nn.1-2 (p.301f.); ad D.6.1.23.5 nn.1-2 (p.30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

실소권이 부여된 ferruminatio의 경우와 준소권이 인정된 plantatio의 경우는 미묘한 차

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금속이 말하자면 同質同氣로 인하여 혼화된 

상태가 되면서 분리되더라도 더 이상 원래의 것이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나무의 경우에는 토지와 원래 구별되는 존재자로서 생장⋅성육한 후

에도 그 전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나무가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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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한－무생물인－건물의 사안에서 건물이 해체되어 건축자재 형태로 

환원되면 원소유자였던 자의 소유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본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12)

하는 것으로 식별되기 때문이다(가령 “작기만 하던 ‘그 나무’가 이제 ‘아름드리 나무’

가 되었네.” 이런 의미에서 식재한 나무에 대하여 토지와 하나의 전체로 “질료적으로 

융합한다”[stofflich verschmelzen]는 Sokolowski [1959], 145ff.의 표현은 어폐가 있다). 이

러한 차이가 인식되어 후자의 경우에는 본래소권에 더 밀접히 의거하는 준소권이, 전

자의 경우에는 본래소권과는 연관이 없는 사실소권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후술하는 화판(tabula picta)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한

다. Gai. 2.78 < 19 >. 동일한 법률 문제 영역에서 이와 같이 미묘한 차이로 인해 어떤 

때에는 사실소권이, 어떤 때에는 준소권이 부여되었던 전형적인 예는 아퀼리우스법의 

적용 영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Inst.4.3.16).

D.6.1.23.5에 반영된 물체관은 다음 개소에 잘 표현되어 있다.

D.41.3.30.pr. Pomponius libro 30 ad Sabinum.

Rerum mixtura facta an usucapionem cuiusque praecedentem interrumpit, quaeritur. Tria 

autem genera sunt corporum, unum, quod continetur uno spiritu et Graece hynwmenon 

[continuum] vocatur, ut homo tignum lapis et similia: alterum, quod ex contingentibus, 

hoc est pluribus inter se cohaerentibus constat, quod sunymmenon vocatur, ut aedificium 

navis armarium: tertium, quod ex distantibus constat, ut corpora plura non soluta, sed 

uni nomini subiecta, veluti populus legio grex. Primum genus usucapione quaestionem 

non habet, secundum et tertium habet. 

이에 관해서는 최병조(1995), 194; Pellat (1853), 118ff.; 121; 215; Schermaier (1992), 

41ff.; 176f.; 215f..
12) 반면에 부합자가 자기 건축자재로 타인 토지 위에 건축한 악의자인 경우에는 부합 법리

에 따라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인 타인에게 귀속하는 것(D.41.1.28 Pomponius 

33 ad Sab.: ... quemadmodum tuum fieret, quod in solo tuo alius aedificasset ...; Gai 2.73. 

Praeterea id, quod in solo nostro ab aliquo aedificatum est, quamuis ille suo nomine 

aedificauerit, iure naturali nostrum fit, quia superficies solo cedit.)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

스로 건축자재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알면서도 함부로 건축

한 책임을 물어서 해체된 건축자재의 收去가 부인되었다.

D.41.1.7.12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 Inst.2.1.30.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aedificaverit, illius fit aedificium, cuius et 

solum est et, si scit alienum solum esse, sua voluntate amisisse proprietatem materiae 

intellegitur: itaque neque diruto quidem aedificio vindicatio eius materiae competit. ... ¶ 

nam si scit, culpa ei obici potest, quod temere aedificavit in eo solo, quod intellegeret 

alienum.

(반대로 어떤 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기 건축자재로 건축한 경우 건물은 토지가 속하

는 자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토지임을 아는 때에는 자신의 의사로 건축자재의 소유

권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실로 건물이 해체되어도 그 건축자재의 소유물반

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그리고 그가 [토지가 타인 소유인 줄] 아는 경우이면, 

그가 타인의 것임을 인식한 토지에 함부로 건축한 점을 過責으로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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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의였다 악의로 된 ‘난처한’ 경우에 대하여 울피아누스는 타인 토지의 점유

자에게 철거권, 즉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D.6.1.37 (주 31).

문제는 D.41.1.7.12와 같은 악의자의 경우에도 건물이 해체되면 소유물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듯한 칙답이 전해진다는 점이다.

C.3.32.2.pr.-1 Imperatores Severus, Antoninus (a.213). 

Si inferiorem partem aedificii, quae solum contingit, ad te pertinere probare potes, eam, 

quam vicinus imposuit, accessisse dominio tuo non ambigitur.

(토지에 面接한 건물의 하단부가 그대에게 속한다는 것을 그대가 입증할 수 있는 경

우 이웃이 부착한 것은 그대의 소유로 부합했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1. Sed et id, quod in solo tuo aedificatum est, quoad in eadem causa manet, iure ad te 

pertinet. Si vero fuerit dissolutum, materia eius ad pristinum dominium redit, sive bona 

fide sive mala fide aedificium extructum sit, si non donandi animo aedificia alieno solo 

imposita sint.

(그러나 또 그대의 토지에 건축된 것은 동일한 상태로 있는 한 법적으로 그대에게 속

한다. 그러나 해체되면 그 건축자재는, 선의로 건물이 건축되었든 악의로 건축되었든,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세워진 것이 증여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의 소유자에

게 되돌아간다.)

실제로 보통법의 학설들은 이 칙답을 D.41.1.7.12 = Inst.2.1.30 < 14 >와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으로 보고 이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을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① 타인의 건축자재로 건축했다는 설, ② 악의점유자가 증여 의사 없이 건축했다는 설, 

③ 소유권이 회복된다는 것은 유치권을 의미한다는 설, ④ 이 개소의 주체는 타주점

유자인 colonus나 inquilinus라는 설, ⑤ 건축자 자신이 건물을 해체한 경우라는 설, 

⑥ 타인의 손실로 이득해서는 안 된다는 형평에 기한 결정이라는 설, ⑦ 토지소유자

가 건축 사실을 알고 용인한 사안이라는 설, ⑧ 건축자가 건축자재를 증여 의사가 아

니라 해체 시 剝除 내지 刮取하려는(abradere) 의사였다는 설 등 실로 다양한 해결 제

안들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내적인 모순을 지닌 것들로 취할 바가 못 된다. 상세는 

Barbosa (1720), ad h.l. (p.437ff.); Zoesius (1757), ad h.t., p.99; Wissenbachius (1750), 

ad h.l. (p.185). 私見으로는 이러한 악의자의 경우 ‘자기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했던 것’

이라는 표현이나 ‘증여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지적이나 사실은 동일한 

결과를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앞의 것은 곧 ‘증여 의사로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적 표현은 비록 다른 여지를 열어둔 것 같지만, 고전법의 

종합적인 고찰을 하면(또한 작물에 관한 D.6.1.53 Pomponius 31 ad Sab.: Si fundi 

possessor eum excoluisset sevissetve et postea fundus evincatur, consita tollere non 

potest.; C.3.32.11.1 [a.293] < 16 > 참조) 그 반대의 입증이 봉쇄되어 － D.50.17.53 

Paulus 42 ad ed.: Cuius per errorem dati repetitio est, eius consulto dati donatio est (착

오로 주어지면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고의로 주아지면 증여이다) 및 D.50.17.82 

Papinianus 9 resp.: Donari videtur, quod nullo iure cogente conceditur (아무런 법적 강

제 없이 부여되는 것은 증여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한다는 

삽입구에도 불구하고 악의자의 경우에는 ‘증여 의사로 한 것’으로 사실상 귀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同旨 Donellus (1840), col. 913 § XXV.

참고로 비잔틴법에서는 C.3.32.2.1을 간략하게 변형된 형태로 수용했기 때문에 타인

의 토지에 자기 건축자재로 건축한 자에게 악의에도 불구하고 건물 해체 시에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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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소유자가 부합사실을 모른 경우

< 8 > D.41.1.7.10 Gaius 2 rer. cott. sive aur. = Inst.2.1.29.

Cum in suo loco aliquis aliena materia aedificaverit, ipse dominus intellegitur 

aedificii, quia omne quod inaedificatur solo cedit. ¶ Nec tamen ideo is qui 

materiae dominus fuit desiit eius dominus esse: ¶ sed tantisper neque vindicare 

eam potest neque ad exhibendum de ea agere propter legem duodecim tabularum, 

qua cavetur, ne quis tignum alienum aedibus suis iunctum eximere cogatur, sed 

duplum pro eo praestet. Appellatione autem tigni omnes materiae significantur, ex 

quibus aedificia fiunt. ¶ ergo si aliqua ex causa dirutum sit aedificium, poterit 

materiae dominus nunc eam vindicare et ad exhibendum agere.

(어떤 자가 자신의 敷地에 타인의 건축자재로 건축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의 소유자

로 인정되는데, 왜냐하면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토지에 부속되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자재의 소유자였던 자가 그 소유자이기를 그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부합된 동안은 그것을 소유물반환청구할 수도 없고 그에 관하여 

제시소권으로써 소구할 수도 없는데,13) 어떤 자도 자기의 건물에 接合된 타인의 

목재14)를 분리하도록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2배액을 배상한다고 규정한 

12표법 때문이다.15) ¶ 그런데 목재란 명칭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모든 건축자재를 

의미한다.16) ¶ 그런 고로 어떤 이유로 건물이 해체되면 건축자재의 소유자는 이제 

그것을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있고 제시소권으로 소구할 수도 있다.)

반환청구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exabiblos 2.1.27 (Heimbach I, p.216/217):

... Sed si quis in meo solo aedificet, dominus ero aedificii, donec id in eodem statu 

permanet. Quod si diruatur, poterit aedificator materias vindicare, sive bona fide sive 

mala fide (εἴτε καλῇ πίστει εἴτε κακῇ πίστει) aedificaverit.
13) 즉 소유물반환청구의 선결적 준비로서 부합된 것의 분리 및 법정 현출을 청구하는 제

시소권. 그러나 법이 분리를 금지하므로 이 원래 목적의 제시소권은 인정될 수 없다. 

반면에 Cf. D.47.3.1.2 < 10 >.
14) 사료상 tignum alienum (Gai. D.41.1.7.10; Inst.2.1.20; Paul. D.6.1.23.6; D.10.4.6; 

D.46.3.98.8; Festus, v. Tignum)과 tignum furtivum (Paul. D.24.1.63; Ulp. D.47.3.1.pr.; 

D.47.3.2)의 두 표현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는 12표법이 이미 모든 경우에 

분리를 금지시켰고, 아마도 盜品인 경우에는 4배액 배상을 정했을 것이며, 고전기 4배액 

배상이 사라지면서 두 가지 표현이 혼재하는 양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Muzio Pampaloni

의 1883∼1911에 걸친 일련의 연구 결과에 동조하는 Bonfante (1968), 125f.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5) 12표법의 이 특별규정(XII Tab. 6.8; 최병조[1995], 16)은 이 경우를 非現行竊盜에 상

당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Kaser (1971), 138f. + nn.3-5; 430 + n.46.
16) 同旨 Gaius D.50.16.62; Ulpianus D.10.4.7.pr.; D.47.3.1.1 < 10 > 상세는 Schermaier 

(1992), 19ff.; Saliou (1994), 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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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D.6.1.23.6-7 Paulus 21 ad ed.

6. Tignum alienum aedibus iunctum nec vindicari potest propter legem duodecim 

tabularum, nec eo nomine ad exhibendum agi nisi adversus eum, qui sciens 

alienum iunxit aedibus: sed est actio antiqua de tigno iuncto, quae in duplum ex 

lege duodecim tabularum descendit.

(건물에 接合된 타인의 목재는 12표법으로 말미암아 소유물반환청구될 수도 없고, 

또 그 명목으로 제시소권으로 소구될 수도 없다. 단 알면서 타인의 것을 건물에 

接合시킨 자를 상대로 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2배액을 청구하는 12표법에서 유래

하는 오래된 ‘接合된 목재에 관한 소권’이 존재한다.)

7. Item si quis ex alienis cementis in solo suo aedificaverit, domum quidem 

vindicare poterit, ¶ cementa autem resoluta prior dominus vindicabit, etiam si post 

tempus usucapionis dissolutum sit aedificium, postquam a bonae fidei emptore 

possessum sit: nec enim singula cementa usucapiuntur, si domus per temporis 

spatium nostra fiat.

(또 어떤 자가 타인의 시멘트를 써서 자기 토지에 건축한 경우 그는 실로 그 저

택을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 [타인의 토지가] 선의매

수인에 의하여 점유된 후17) 점용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 건물이 해체된 경우

에도 시멘트가 분리되면 그 전의 소유자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택이 점용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소유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개별 시멘트가 

점용취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8)

17) 예컨대 타인 토지의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 Cf. D.6.1.37 (주 31).
18) 개별물과 전체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한 아래의 개소 참조.

D.41.1.7.11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Illud recte quaeritur, an, si id aedificium vendiderit is qui aedificaverit et ab emptore 

longo tempore captum postea dirutum sit, adhuc dominus materiae vindicationem eius 

habeat. Causa dubitationis est, an eo ipso, [quo]<quod Mommsen> universitas aedificii 

longo tempore capta est, singulae quoque res, ex quibus constabat, captae essent: quod 

non placuit.

([타인의 건축자재로] 건축을 한 자가 그 건물을 매도하고 매수인에 의하여 ‘장기점

용’취득된 것이 그 후에 해체된 경우 건축자재의 소유자가 아직 그것의 소유물반환청

구소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정당하게도 문제된다. 건물 전체가 ‘장기점용’취득된 그 자

체로써 그 건물이 구성되었던 개별물들 역시 취득된 것인지 여부는 의문 사항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통설이다.) 

D.41.2.30.pr. Paulus libro 15 ad Sabinum.

Qui universas aedes possedit, singulas res, quae in aedificio sunt, non videtur possedisse. 

Idem dici debet et de nave et de armario.

(건물 전체를 점유한 자는 건물을 구성하는 개별물들을 점유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

는다. 선박과 장롱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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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D.47.3.1.pr.-2 Ulpianus 37 ad ed.

pr. Lex duodecim tabularum neque solvere permittit tignum furtivum aedibus vel 

vineis iunctum neque vindicare (quod providenter lex effecit, ne vel aedificia sub 

hoc praetextu diruantur vel vinearum cultura turbetur) (XII Tab. 6.7): sed in eum, 

qui convictus est iunxisse, in duplum dat actionem (XII Tab. 6.8).

(12표법은 건물이나 포도원에 接合된 盜品인 목재를 분리하는 것도 또 소유물반

환청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동 법률은 건물들이 이런 구실로 해체

되거나 포도원 경작이 교란되지 않도록 선견지명을 가지고 규정하였다.19)) 그러나 

D.41.3.23.2 Iavolenus libro nono epistularum.

Si autem demolita domus est, ex integro res mobiles possidendae sunt, ut tempore, quod 

in usucapione rerum mobilium constitutum est, usucapiantur. Et non potes recte uti eo 

tempore, quo in aedificio fuerunt: nam quemadmodum eas solas et separatas ab aedificio 

non possedisti, sic nec penes te singulae aut separatae fuerunt et cohaerentibus his in 

aedificio, depositis aedibus, quae hoc quoque ipsum continent. Neque enim recipi potest, 

ut eadem res et ut res soli et tamquam mobilis sit possessa.

(그런데 저택이 해체된 경우 [해체로 발생한] 동산들은 새롭게 점유되어야만 동산의 

점용취득에 정해진 기간을 거쳐서 점용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이 건물

을 구성하던 기간을 정당하게 합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들을 독자적으로 

건물과 분리된 것으로서 점유하지 않았듯이 또한 그것들은 이것들을 또한 포함하는 

건물이 해체될 때에 독자적이거나 분리된 것으로서 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

들은 건물에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이 土地物[부동산]로도 

동산으로도 점유된다는 것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로마법은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동안에는 독자성이 부인되므로 그 자체로 점

유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점용취득 역시 배제되며 다시 분리된 후에야 점유와 점

용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Pellat (1853), 218f.
19) 그 결과 부합된 목재에 대한 유증 역시 금지되었다(아킬리우스 원로원의결[Senatus 

consultum Acilianum], 122년). 상세는 Rainer (1987), 290ff.

D.30.41.1/9 Ulpianus libro 21 ad Sabinum.

1. Sed ea quae aedibus iuncta sunt legari non possunt, quia haec legari non posse 

senatus censuit Aviola et Pansa consulibus.

(건물에 接合된 물건은 유증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이것이 유증될 수 없음을 [하드리아누

스 황제 때인] 아킬리우스 아비올라와 판사가 집정관시에 원로원이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9. Item hoc prohibetur haec legari, quod non alias praestari potest, quam ut aedibus 

detrahatur subducatur, id est marmora, vel columnae. Idem et in tegulis et in tignis et 

ostiis senatus censuit: sed et in bibliothecis parietibus inhaerentibus.

(또 건물에서 떼어내거나 뽑아내야만 급부할 수 있는 것들이 유증되는 것 역시 금지

되는바, 즉 대리석이나 列柱가 그러하다. 같은 것을 또한 기와와 목재와 출입문에 대

하여도 원로원은 의결하였다. 그리고 또한 건물벽에 감입(嵌入)된 書架의 경우에도 그

러하다.)

물론 私有일지라도 건물의 해체나 철거는 12표법을 논외로 하여도 공익 목적에서 

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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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合한 행위가 유책한 것으로 판명난 자를 상대로 2배액의 소권을 부여한다.)

1. Tigni autem appellatione continetur omnis materia, ex qua aedificium constet, 

vineaeque necessaria. Unde quidam aiunt tegulam quoque et lapidem et testam 

ceteraque, si qua aedificiis sunt utilia (tigna enim a tegendo dicta sunt), hoc 

amplius et calcem et harenam tignorum appellatione contineri. Sed et in vineis 

tigni appellatione omnia vineis necessaria continentur, ut puta perticae pedamenta.

(그런데 ‘목재’란 명칭에는 건물이 구성되는 모든 건축자재와 포도원에 필수적인 

모든 자재가 포함된다.20) 그래서 혹자들은 건물에 유용한 기와, 돌, 벽돌 기타의 

것들을 거론하고 (tigna[‘목재’]란 tegere[‘덮다, 가리다, 보호하다’]는 데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21)), 이보다 더욱 더 석회와 자갈도 목재란 명칭에 포함된다고 한다. 

C.8.10.2 Imperator Alexander Severus (a.222). 

Negotiandi causa aedificia demoliri et marmora detrahere edicto divi Vespasiani et 

senatus consulto vetitum est. Ceterum de alia domo in aliam transferre quaedam licere 

exceptum est: sed nec dominis ita transferre licet, ut integris aedificiis depositis publicus 

deformetur adspectus.

(장삿속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리석을 떼어내는 것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한 고시

와 한 원로원의결에 의하여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한 저택에서 다른 저택

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예외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건물들이 전체가 해체

되어서 공공의 경관이 추한 꼴로 변하도록 옮기는 것은 건물의 소유자들에게도 허용

되지 않는다.)

동일한 법정신은 원칙적으로 공유지(公有地)에 건축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D.43.8.2.17 Ulpianus libro 68 ad edictum.

Si quis nemine prohibente in publico aedificaverit, non esse eum cogendum tollere, ne 

ruinis urbs deformetur, et quia prohibitorium est interdictum, non restitutorium. Si tamen 

obstet id aedificium publico usui, utique is, qui operibus publicis procurat, debebit id 

deponere, aut si non obstet, solarium ei imponere: vectigal enim hoc sic appellatur 

solarium ex eo, quod pro solo pendatur.

(어떤 자가 아무도 금지하지 않는 가운데 공유지에 건축한 경우 그는 건물 殘骸로 도

시가 추한 몰골이 되지 않기 위해 철거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한 이 특시

명령은 금지특시명령이지 회복특시명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건물이 공유

지의 공공 사용을 저해하는 경우 공공 營造 담당관은 항시 그것을 제거해야만 할 것

이고, 저해하지 않으면 그에게 토지세(solarium)를 부과해야만 할 것이다. 이 세금은 

토지(solum)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토지세라고 부른다.)
20) 同旨 D.50.16.62 Gaius libro 26 ad edictum provinciale.

“Tigni” appellatione in lege duodecim tabularum omne genus materiae, ex qua aedificia 

constant, significatur.
21) Cf. D.19.1.18.1 Iavolenus libro septimo ex Cassio.

Tegulae, quae nondum aedificiis impositae sunt, quamvis tegendi gratia allatae sunt, in 

rutis et caesis habentur: aliud iuris est in his, quae detractae sunt ut reponerentur: 

aedibus enim acced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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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도원의 경우 목재란 명칭에는 가령 막대기, 버팀목 같이 포도원에 필수

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2. Sed et ad exhibendum danda est actio: nec enim parci oportet ei, qui sciens 

alienam rem aedificio inclusit vinxitve: non enim sic eum convenimus quasi 

possidentem, sed ita, quasi dolo malo fecerit, quo minus possideat.

(그리고 또한 제시소권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건

물에 포함시키거나 결합시킨 자는 용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점유를 상실하도록 

악의적으로 행위한 자로서 제소하기 때문이다.)22)

< 11 > D.47.3.2 Ulpianus 42 ad Sab.

Sed si proponas tigni furtivi nomine aedibus iuncti actum, deliberari poterit, an 

extrinsecus sit rei vindicatio. Et esse non dubito.

(그러나 건물에 接合된 盜品인 목재 명목으로 소구되었음을 네가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사견으로는 의심하지 않는다.)

○ 건축자재 소유자가 부합사실을 원한 경우

< 12 > D.24.1.63 Paulus 3 ad Ner.

De eo, quod uxoris in aedificium viri ita coniunctum est, ut detractum alicuius usus 

esse possit, dicendum est agi posse, quia nulla actio est, ex lege duodecim 

tabularum, quamvis decemviros non sit credibile de his sensisse, quorum voluntate 

res eorum in alienum aedificium coniunctae essent. ¶ Paulus notat: sed in hoc solum 

22) 학설법은 부합물의 분리가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없어서(D.6.1.23.6 

< 9 >) 원물의 소유물반환청구를 면하게 된 악의의 부합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면탈

하기 위하여 악의로 점유를 포기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 명목으로 제시소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때에는 피고는 소송물 가액 선서(iusiurandum in litem)를 통하여(Cf. 

최병조[2015], 57f.) 책임을 져야만 한다. 同旨 Cocceji (1727), ad D.41.1 Qu. XVI 

(p.432); Pellat (1853), 216 + n.2. 이러한 입장은 소유물반환청구가 부인되면 당연히 제

시소권도 부인된다고 보았던 盛期 고전기의 엄격했던 개념논리가 고전기 후기에 이르

러 결과론적인 합목적성의 논리로써 극복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일응 이와 

모순되게 소유물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D.47.3.2 < 11 >은 D.46.3.98.8 

Paulus 15 qu. (... Denique lex duodecim tabularum tignum aedibus iunctum vindicari 

posse scit, sed interim id solvi prohibuit pretiumque eius dari voluit)의 ‘vindicari posse’

처럼 接合에서 분리되어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해

야 한다. 同旨 Cocceji (1779), ad D.6.1 Qu. VI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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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 potest, ut sola vindicatio soluta re competat mulieri, non in duplum ex lege 

duodecim tabularum: neque enim furtivum est, quod sciente domino inclusum est.

(妻의 소유로서 夫의 건물에, 분리되면 일정한 용도가 있을 수 있게 接合된 물건

에 대하여는 소구할 수 있다고 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12표법에 따르

면 아무런 소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전제정10인관이 그들의 意思에 따라 그들

의 물건이 타인의 건물에 接合된23) 자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

23) 심사자 ③은 결합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들의 역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본 논문에 언급되는 여러 개소들에는 필자가 “부합”, “부속”, “접합”, “결합” 등의 표

현으로 번역하는 cedere, iunctum, vinxit, coniunctum, coniuncta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

한다. 부합은 분리를 시도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된 결과물의 경제적 효

용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기는 식으로 결합된 경우를 뜻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cedere를 부합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cedere를 “부속”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여러 번 관찰된다. 하지만 

“부속”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법상 “부속물”을 연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법 제646조가 말하는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별도의 물건이며, 판례는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

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부합”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다. cedere

를 “부속”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재고를 요한다.｣ 또한

｢필자는 iunctum을 “접합”이라고 번역하면서 ‘부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는 상세한 논의나 고찰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평자의 잠정적 견해는 iunctum은 

부합(cedere)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고, 분리해 내더라도 분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그리 훼손되지 않아서(건축물의 들보로 사용된 목재는 분리해서 다른 건물의 축조에

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건물 역시 들보를 ‘교체’하면 여전히 건물로서의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소유권의 객체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건물과 포도원의 경우가 아니라면(예를 들어 수레의 바퀴축(shaft)의 경우, 그를 분리

해내도 별 경제적 손상이 없고, 수레 역시 shaft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면 여전히 수

레로서 활용가능), iunctum이라고 표현될 수준으로 “접합”된 물건은 ‘부합’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identity를 유지하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건

물과 포도원에 접합된 경우에는 12표법 때문에 vindicatio가 저지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coniunctum의 경우(논문 제12면에서 논의하는 D.24.1.63)는 필자는 “부합”과 “접합”을 

혼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속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모든 말이 그렇듯이 문맥과 무관하게 부속이라는 말이 반드시 민법 제646조와 동일

하게 사용되어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우리 민법이 제646조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한 것은 이 조문 말고도 여럿이 있다(제215조, 제316조, 제615조, 제647조, 제648조, 

제650조). 그러나 이들 조문은 모두가 어떤 물건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한 부속물(건)에 관한 것이다(또한 민법 제100조 제1항도 참조). 부합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속이란 말을 부합의 맥락에서 부속물을 ‘연상’시킨다는 가능성만

으로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부합과 관련하여 오히려 중

요한 것은 부합에 관한 민법 제256조 자체가 단서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의 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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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파울루스의 주: 그러나 물건이 분리되면 소유물반환청구만이 婦人에게 인

보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그 부동산에 ‘부속된’ 것이다. 부합은 과정과 전체 사태를, 

부속은 그 결과적 측면을 표현하는 이 용어법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래의 ‘부속한다’를 ‘부속된다’

로 고친 외에는 문맥과 글의 흐름에 따라서 부속과 부합을 두루 사용하였다.

  iunctum으로 말하자면 두루 결합시킨 것을 의미하는데, coniunctum은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con-은 결합되는 쌍방을 지시하지만 어차피 양쪽이 없으면 결합이란 생

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辭書들의 어의 설명을 보나, 법사료들의 용례(양자 모

두 ‘A와 B가 (con)iunctum 되어 있다’; ‘A를 B에[與格만 또는 전치사 in을 써서 in B] 

(con)iungere하다’)를 보나 분명하다. 이것을 ‘부속’이라 번역하자는 심사자의 주장은 

‘부속’에 대한 앞의 자신의 지적과도 모순된다. 접합이란 표현은 결합시키는 행위와 

그 결과 붙었다는 점만을 지시할 뿐 법률효과까지 생각한 용어가 아니다. 본 개소에 

의하더라도 “물건이 분리되어야” rei vindicatio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효과

는 중립적으로 둔 채 물리적 상태만을 표현하기 위하여 ‘接合’이라 표현하였다. 심사

자는 분리 후 경제적 가치가 “그리 훼손되지 않아서” “소유권의 객체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이는 경우를 iunctum으로 보고, 이처럼 “접합”된 물건은 ‘부합’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identity를 유지하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건물과 포도원에 접합된 경우에는 12표법 때문에 vindicatio가 저지될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리와 훼손의 여부는 물건의 성상과 접합 방식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본 개소도 “분리되면 일정한 용도가 있을 수 있게 接合된 물건”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포함하여 접합시의 특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고, 접합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점을 항상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심사자가 이해하는 

의미의 접합된 물건은 ‘부합’된 것이 아니므로 접합된 상태에서도 그 동일성이 유지

되어 소유물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그의 수레의 예에서도 

분명하듯이 우리 민법 제257조가 정하는 동산간의 부합 논리(“훼손하지 아니하면 분

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를 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제256조 

참조)에, 그것도 로마법상의 부합에, 그대로 적용한 오류가 있다. 우리 법의 경우에도 

부동산에의 부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rei vindicatio는 접합된 동안은 부인된다. 로마법의 경우에도 

원래 인정되던 소유물반환청구가 실정법 규정 때문에 저지될 뿐이라고 하는데, 분리

되기 전에는 실효성 없는 rei vindicatio에 대하여 이것이 그 전에도 인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나무의 경우 분리 후에도 

vindicatio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98도 참조). 

그리고 분리 후에는 원물이 훼손되었는가 아닌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vindicatio의 

可否를 살폈다는 점에서도(각주 24) 분리로 인한 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오류이다. 

더욱이 들보의 경우 분리로 건물이나 들보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논하는 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오류가 있다. 들보가 삽입된 경우 그 원래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반환청구할 수 없도록 

법리를 발전시킨 법정책적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첨부의 다른 사례인 가공의 경우에도 우리 민법(제259조)은 기본원칙으로 로마의 사

비누스 학파의 견해를 취했으면서도(동조 제1항 본문) 로마법과 달리 확실한 경제적 

관점을 가미하였다(동조 동항 단서). 이러한 경제적 관점은 로마법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최병조(1995), 261ff. 따라서 현행 민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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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는, 그 한가지만으로 소구할 수 있을 뿐, 12표법에 기한 2배액 청구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는 가운데 포함된 것은 또한 盜品이 아니기 때문

이다.)24)

요컨대 타인의 자재임을 알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토지에 건축한 경우 그 타

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12표법의 사회경제적 고려에 기초

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소유물반환청구25)와 제시소권26)은 저지되고, 대신

에 接合木材訴權(actio de tigno iuncto)으로 2배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27) 또 분리

되면 건물 자체의 점용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28) 그리고 부합에 동의한 경우에도 

자재에 대한 수거권을 가진다.29) 한편 고전 후기에 와서 법률가들은 惡意의 부합

자를 상대로 분리 전이라도 제시소권과 소유물반환청구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쪽으

로 논리를 발전시켰던 것 같다(Ulp. D.47.3.1.2. D.47.3.2; Paul. D.6.1.23.6).30) 부합

자가 善意였을 때에는 소유물반환청구도, 接合木材소권도 가능하지 않지만, 분리

되면 수거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에 접근하는 것은 어느 경우이든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24) Kaser (1971), 430 + n.47는 actio de tigno iuncto가 고전기에 선의로 부합한 자를 상대

로도 인정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개소를 드는데 오류이다. 이 개소는 오히려 부

부 사이처럼 특별한 관계여서 부합당한 측의 의사에 따라 부합이 일어난 특수한 경우

를 다룬 개소로서, Kaser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명백하게 actio de tingo iuncto를 부인

하고, 이 소권이 문제되는 상황과 달리 rei vindicatio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역시 분리되어야만 vindicatio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부합이 부인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분리되었을 경우 수거권만을 인정하였다.
25) 이에 관하여는 성중모(2013), 3ff.
26) 이에 관하여는 성중모(2013), 7f.
27) 同旨 D.10.4.6 Paulus libro 14 ad Sabinum.

Gemma inclusa auro alieno vel sigillum candelabro vindicari non potest, sed ut 

excludatur, ad exhibendum agi potest: ¶ aliter atque in tigno iuncto aedibus, de quo nec 

ad exhibendum agi potest, quia lex duodecim tabularum solvi vetaret: sed actione de 

tigno iuncto ex eadem lege in duplum agitur.
28) D.6.1.23.7 < 9 >; D.6.1.59 (주 32).
29) 성중모(2013), 12 + n.41은 재료를 선의로 (승계)취득한 자는 점용취득(사용취득)이 가

능하였으나, 실제로는 타인 물건의 매도인은 절도를 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盜品의 

점용취득을 배제하는 아티니우스법으로 인하여 점용취득이 어려웠다는 점만을 지적하

고 있다. 그러나 부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리 후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30) Kaser (1971), 619 n.65는 12표법에 반영되었던 징벌적 성격이 이 시기에 와서 거의 완전

히 사라진 것으로 해석한다(“Die ursprüngliche Pönalität hat sich so gut wie vollständig 

verlo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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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부합자가 자기의 건축자재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하였는데, 그가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선의였던 경우에는 그는 토지를 소유물반환청구하는 토지소유자로

부터 자신의 투자에 해당하는 제반 비용의 상환을 惡意의 抗辯(exceptio doli)을 통

하여 받아낼 수 있었다.31) 그리고 해체되면 자재를 수거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32)

31)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기 것인 줄 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소유자가 아닌 매도

인으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자기 건축자재로 건축한 후 

그 토지가 소유자에 의하여 추탈당하는 사안인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천명된 것

으로도 유명한 D.6.1.38이 그 예이다. 이 개소에서 켈수스는 관련 사실관계와 관련 당

사자들의 사정에 따른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의 독자적인 견해였던 것으

로 보인다(Cf. Noodt [1842], ad D.41.1 [p.192f.]: “Casus elegans”).

D.6.1.38 Celsus 3 dig.:

In fundo alieno, quem imprudens emeras, aedificasti aut conseruisti, deinde evincitur: 

bonus iudex varie ex personis causisque constituet. ¶ finge et dominum eadem facturum 

fuisse: reddat impensam, ut fundum recipiat, usque eo dumtaxat, quo pretiosior factus 

est, et si plus pretio fundi accessit, solum quod impensum est. ¶ finge pauperem, qui, si 

reddere id cogatur, laribus sepulchris Avitis carendum habeat: sufficit tibi permitti tollere 

ex his rebus quae possis, dum ita ne deterior sit fundus, quam si initio non foret 

aedificatum. constituimus vero, ut, si paratus est dominus tantum dare, quantum ha-

biturus est possessor his rebus ablatis, fiat ei potestas: neque malitiis indulgendum est, si 

tectorium puta, quod induxeris, picturasque corradere velis, nihil laturus nisi ut officias. 

¶ finge eam personam esse domini, quae receptum fundum mox venditura sit: nisi 

reddit, quantum prima parte reddi oportere diximus, eo deducto tu condemnandus es. 

(그대가 현명하지 않게 매수한 타인의 토지에 건축을 했거나 파종했고, 그런 다음에 

[그 토지가] 追奪되었다. 훌륭한 심판인은 사람에 따라 또 사정에 따라 달리 결정할 

것이다. ¶ 소유자도 같은 일을 했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는 토지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데,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상당액까지만 상환하면 되고, 

토지의 가치에 [비용보다] 더 많이 부가된 경우에도 出費된 것만 상환하면 된다. ¶ 비

용을 상환하도록 강제되면 家와 祖上墓를 희생해야만 하는 빈궁한 자를 가정해 보자. 

그로 인해 토지가 처음부터 건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랬을 상태보다 惡化되지 않

는 한, 그대에게 가능한 것들의 收去를 허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점유

자가 이 물건들을 수거하여 가지게 될 상당액을 소유자가 供與할 용의가 있는 때에

는 소유자에게 그런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악의적 행위는 용인

해서는 안 되는바, 가령 그대가 塗裝했던 灰壁이나 그림을 긁어 지우려고 원한다면 

그대가 권리남용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 소유자가 반환 받은 

토지를 곧 매도할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상환돼야 

한다고 말했던 상당액을 그가 상환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 상당액을 공제하고 有責判

決을 받아야만 한다.)

상세는 Pellat (1853). h.l., 269ff.

선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가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건축한 

경우에 대하여는 Cf. D.6.1.37 Ulpianus libro 17 ad edictum.

Iulianus libro octavo digestorum scribit: si in aliena area aedificassem, cuius bonae fi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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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dem emptor fui, verum eo tempore aedificavi, quo iam sciebam alienam, videamus, 

an nihil mihi exceptio prosit: nisi forte quis dicat prodesse de damno sollicito. Puto 

autem huic exceptionem non prodesse: nec enim debuit iam alienam certus aedificium 

ponere: sed hoc ei concedendum est, ut sine dispendio domini areae tollat aedificium 

quod posuit.

(율리아누스는 학설집 [제8권]<제7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실로 그 선

의 매수인이었던 타인의 부지에 건축한 경우 참으로 내가 이미 타인의 것임을 알았던 

시점에 건축했으면 나에게 [악의의] 항변이 아무 소용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 난처한 

손해에 대하여도 항변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私見으로는 이 자에게는 항변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미 타인의 것임을 

확인한 자는 또한 건물을 세워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지의 소

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그가 세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허여되어야만 한다.)

이 개소에서 sollicitus에 대한 이해는 번역마다 제각각이다. 이것을 Digesten-Behrends 

(1995), h.l.은 sollicitatus와 같은 것으로 보고 ‘스스로 유발한’ 손해로 번역한다. 손해

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거나(Digest-Watson [1998], h.l.: “the defendant’s apprehended 

loss”; Digest-Scott [1932], h.l.: “I anticipated a loss”), 아니면 장차 발생이 우려되는 손

해로 보거나(Digesten-Otto [1830], h.l.: “in Bertreff eines befürchetet werdenen 

Schadens”)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애쓰는 손해로 본다(Pellat [1853], 

h.l.: “celui qui cherche à éviter une perte”; Digeste-Hulot [1803], h.l.: “je cherche à ne 

pas perdre le prix que j’ai donné du terrain”). 그러나 비용상환을 악의의 항변을 통하

여 받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시사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우려를 자아내는 측면을 표

현하는 것이므로 ‘난처한’이란 역어가 적절할 것이다.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가 반

대의견인 것으로 보는 Pellat (1853), 263은 잘못이다.

Cf. D.41.1.7.12 < 14 >. 건축할 예정으로 부지를 매수한 자가 나중에 매도인이 토지소유

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준비를 마친 건축을 아니 할 수도 없어서 이를 진

행시킨 경우를 생각해 보면 건축자의 사정이 처음부터 악의였던 경우와 달리 ‘딱하

게’, ‘난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울피아누스의 결정은 D.6.1.38 (주 31) 및 

D.44.7.61.1 (주 96)에서 심판인은 모름지기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안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던 켈수스나 스카이볼라의 요망사항에 부응한다고 하겠다.
32) 이 점은 타인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소유에 관한 악의자도 그 타인의 

건물에 창문이나 출입문을 부합시킨 경우 분리되면 즉시 원래의 소유관계로 회복된다

는 다음 개소의 법리로부터 분명하다. 또한 Cf. D.6.1.37 (주 31).

D.7.1.15.pr. Ulpianus libro 18 ad Sabinum.

Sed si quid inaedificaverit, postea eum neque tollere hoc neque refigere posse: refixa 

plane posse vindicare.

(그러나 용익역권자가 어떤 것을 건물에 부합시킨 경우 그 후에 그는 그것을 철거할 

수도 다시 떼어낼 수도 없다. 실로 다시 떼어낸 것은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있다.)

D.6.1.59 Iulianus libro sexto ex Minicio.

Habitator in aliena aedificia fenestras et ostia imposuit, eadem post annum dominus 

aedificiorum dempsit: quaero, is qui imposuerat possetne ea vindicare. Respondit posse: 

nam quae alienis aedificiis conexa essent, ea quamdiu iuncta manerent, eorundem 

aedificiorum esse, simul atque inde dempta essent, continuo in pristinam causam rev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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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D.24.1.31.2 Pomponius libro 14 ad Sabinum.

Si vir uxori aream donaverit et uxor in ea insulam aedificaverit, ea insula sine 

dubio mariti est, sed eam impensam mulierem servaturam placet: nam si maritus 

vindicet insulam, retentionem impensae mulierem facturam.

(夫가 妻에게 敷地를 증여하고 妻가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그 임대아

파트는 의문의 여지없이 夫의 소유이지만,33) 그러나 건축비용을 부인이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夫가 그 임대아파트를 소유물반환청구하면 부인은 비용상환을 위

하여 건물을 留置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 14 > D.41.1.7.12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aedificaverit, ... certe si dominus 

soli petat aedificium nec solvat pretium materiae et mercedes fabrorum, poterit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i, utique si nescit qui aedificavit alienum esse solum 

et tamquam in suo bona fide aedificavit. ...

(반대로 어떤 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기 건축자재로 건축한 경우 […] 확실히, 건

축한 자가 토지가 타인 소유인 줄 모르고 자신의 토지인 듯 선의로 건축한 때에

는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청구하면서 건축자재의 대금과 匠人들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으면 언제나 악의의 항변으로써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

< 15 > D.44.4.14 Paulus libro tertio responsorum.

Paulus respondit eum, qui in alieno solo aedificium extruxerit, non alias sumptus 

(타인의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그 건물에 창문이나 출입문을 달았는데, 1년 후 건물들

의 소유자가 분리하였다. 나는 묻노니, 부착시켰던 자는 그것들을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해답: 할 수 있다. 타인의 건물들에 결합된 것들은 接合된 채로 머무는 한 같

은 건물들에 속하고, 그로부터 분리되는 즉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개소는 또한 부합된 물건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점유되는 것이 아니므로(이미 同

旨 D.6.1.23.7 < 9 >) 거주자가 선의로 매수한 물건을 부합시켰더라도 점용취득시효 기

간인 1년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점용취득이 일어날 수 없다는 법리를 로마법이 아니

면 찾아볼 수 없는 예리한 논리로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거주자와 집주인 간에 임대차와 같은 계약관계가 성립할 때에도 부합의 법리

는 동일하지만(D.43.18.2 Gaius 25 ad ed. prov.: Superficiarias aedes appellamus, quae 

in conducto solo positae sunt: quarum proprietas et civili et naturali iure eius est, cuius 

et solum) 계약에 따른 규율이 우선한다. Cf. Ulpianus 32 ad ed. D.19.2.19.4; Paulus 2 

sent. D.19.2.55.1.
33) 왜냐하면 부부간의 증여(D.24.1.1 Ulpianus 32 ad Sab.: Moribus apud nos receptum est, 

ne inter virum et uxorem donationes valerent. ...)는 로마법상 무효이므로 그 부지는 증

여행위 이후에도 여전히 夫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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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i posse, quam possideat et ab eo dominus soli rem vindicet, scilicet 

opposita doli mali exceptione.

(파울루스의 해답: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자는 그가 점유하고 그에게서 토

지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소유물반환청구하는 경우에만, 즉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

함으로써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다시 대상 개소인 D.6.1.5.3으로 돌아오면, 이 개소에서 나무가 옮겨진 것은 나무의 

소유자가 한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일이 통상 일어나

는 이웃토지의 관계가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나무는 옮겨져 뿌리

를 내렸으나 그것이 (밝혀진 또는 不詳의) 제3자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강한 바

람이나 지반 붕괴와 같은 자연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34) 이 개소는 이 점에서 

이웃끼리 통상 알면서－나무의 소유자가 옆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옮겼든, 아

니면 토지소유자가 옆집 나무를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 토지로 옮겼든－나무를 가

져간 경우나 토지의 선의점유자가 자기 나무를 식재한 경우와는 구별된다.35) 식재

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든 착근하여 토지와 유착하면 그 나무는 토지소유자의 소유

로 된다.

식재자가 타인 토지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식재한 경우, 즉 토지의 선의 점유자

가 자기 나무를 식재한 경우에도 소유권은 토지소유자가 가지지만, 토지를 반환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식재자가 상실한 나무의 비용을 상환해야 하였다. 

반환청구하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식재자는 이 목적으로 악의의 항변을 행사할 

수 있었다.36)

34) 자연에 의한 부합(accessio naturalis)과 인공에 의한 부합(accessio industrialis 또는 

artificialis)의 구별. Corvinus (1642), ad D.41.1 (p.438); Zoesius (1645), ad D.41.1 n.33 

(p.698); Ludovicus (1717), ad D.41.1 Distinctio II (p.75f.); Noodt (1842), ad D.41.1, 

pp.187, 189; 성중모(2013), 9.
35) 심사자 ②는 이 부분 설명에 대하여 ｢14면에서 “이 개소에서 나무가 옮겨 심어진 것

은 나무의 소유자가 한 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그리

하여 이어서 나무를 옮겨 심은 주체를 제3자 또는 자연력으로 보면서, 나무의 소유자, 

토지소유자, 토지의 선의 점유자 등은 배제한다. 심사자가 맥락을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연이은 개소의 인용 후에 갑자기 등장한 주장인데 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드러나겠지만, 본고의 출발점은 ‘준대물소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가 인정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이른 것이다. 

초고에서 옮겨 ‘심어진’ 등의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을 ‘옮겨진’ 등으로 명

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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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C.3.32.11.pr.-1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Si quis sciens agrum alienum sevit vel plantas imposuit, postquam eae radicibus 

terram fuerint amplexae, sŏlo cedere rationis est. Domini enim magis segetem vel 

plantas quam per huiusmodi factum sŏlum suum facit.

(어떤 자가 알면서 타인의 토지에 파종했거나 묘목들을 심은 경우 이것들이 뿌리

로 땅과 얽힌 후에는 토지에 부속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로써 그는 작물이나 묘목들을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토지를 자

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Sane eum, qui bona fide possidens haec fecerit, per doli mali exceptionem 

contra vindicantem dominium servare sumptus iuris auctoritate significatum est.

(실로 [타인의 토지를] 선의로 점유하면서 이러한 일을 한 자는 악의의 항변으로

써 소유물반환청구하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비용을 보전한다는 것이 법의 권위

로써 지적되었다.)37)

따라서 이 제1설이 그 나름 이해한 바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같이 나무소유자가 타

인 토지에 식재한 사안에서 드러나는 법리와의 조화를 추구한 점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38) 사안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고, 동시에 수정 주장 

역시 잘못된 주장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문제는 처음부터 그리고 여전히 이 개소

36) 건축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다. Cf. D.6.1.37 (주 31) 및

C.3.32.16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Si in area communi domum aliquis extruxit, hanc vobis communem iuris fecit ratio. 

Cuius portionem ab eo, qui bona fide possidens aedificavit, si velis vindicare, sumptus 

offerre debes, ne doli mali possis exceptione submoveri.

(공유의 부지에 어떤 자가 저택을 건축한 경우 이 저택은 법리상 너희들의 공유로 된 

것이다. 그 지분을 선의로 점유하면서 건축했던 자로부터 네가 소유물반환청구하기를 

원하는 경우 네가 악의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37) Bas.15.1.90 (Heimbach II, p.167)은 단도직입적으로 악의 식재자는 나무를 상실한다고 

단언한다.

Qui mala fide alienum agrum sevit vel plantas ei imposuit, plantas et segetem amittit. ...
38) Barra (1998), 22f.도 여전히 사료간의 정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몇몇 사료

(D.39.2.9.2; Gai. 2.74; D.41.1.26.1; D.6.1.5.3)를 인용하는 것만으로 조화를 도모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부합이 단숨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장기에 걸쳐서 일어났는가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부합이 일어난 토지소

유자에 대하여 거듭 “책임”(la responsabilità del proprietario del fondo smottato) 운운하

는데, 적어도 이것은 문제 상황에서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이익 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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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관계는 과연 무엇인가로 귀착한다.

(2) Alan Watson의 견해 

Alan Watson39)도 이 개소를 전혀 해명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대신에 부정설로 기운 불가지론적인 결론만을 제시하였다.40) 

“There are, however, strong arguments for holding that Alfenus and Nerva did not 

give an actio utilis in rem. But whether they simply denied an actio in rem or 

gave a personal actio utilis probably cannot now be determined.”

(3) David Daube의 견해

David Daube41) 또한 몇몇 추정에도 불구하고 식재나 파종에 관한 법리가 어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에 가깝고(p.743: “On the evidence, it is impossible 

to say much about the very ancient history of implantatio or satio.”), 더욱이 in-

aedificatio (건축 부합)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음으로써 그가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

는 관련된 개소들의 체계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2. Max Kaser의 견해: 준대물소권 전면긍정설

Kaser의 견해42)는 첨부로 소유권을 잃은 자에게 고전법에서 이미 악의의 항변 

외에 준소권이 인정되었다는 식으로 일반화하고 있는데,43) 이 과정에서 수정을 주

장하는 異說로 이미 살펴본 Lenel을 거론하고 있다.

“Wer durch Verbindung, Vermischung, Verarbeitung sein Eigentum verloren hat, 

kann Schadloshaltung durch Zurückbehaltung, also mittels exceptio doli gegen die 

39) Watson (1984), 75 + nn.2-5.
40) 이미 표준주석에서부터 Usus modernus기를 거쳐 판텍텐법학에 이르기까지 이 개소의 

준소권을 수수께끼(d’indefinito ed enigmatico)로 여긴 견해가 드물지 않았다. Cf. Camillo 

(1889), 169f. + 170 n.1.
41) Daube (1991), 739-743.
42) Kaser (1971), 431 + n.59.
43) Biccius (1664), ad D.41.1 n.38 (p.710); Lauterbach/Schütz (1697), ad D.41.1, p.565 

(“[Johann August] Bach. concedit utilem R. V. ad §.21.t.h. propter L.5.§.3.de R.V. 

[= D.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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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 vindicatio, erreichen, außerdem schon nach klassischem Recht mit einer rei 

vindicatio utilis.”

이로써 이 견해는 제1설처럼 준소권을 가지는 것이 식재자인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대신에 

교과서적으로 압축하여 서술하는 바람에 생긴 인상일 수 있다. 그러나 Kaser 저술

의 다른 곳44)을 보면 식재 사안(D.6.1.5.3), 화판 사안(D.41.1.9.2), 가공 사안

(D.24.1.30)을 한 묶음으로 다루면서, 인용한 개소들이 이미 고전법에 속한다는 견

해를 표하고 있다. 결국 그는 첨부의 모든 경우에 rei vindicatio utilis가 고전법상 

이미 인정되었다는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시한 자신의 1968년의 논문45)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D.6.1.5.3이 utilis in rem actio를 첨부의 모든 사안에 일반적

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알페누스와 네르바를 인용한 것은 이 견해가 다

투어졌다는 증거이며, 프로쿨루스학파인 네르바를 거명한 것은 사비누스학파의 異

見(“나무의 종래 소유권이 존속한다”)이 있었음을 推知케 한다고 주장한다.46) 그

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또 식재 사안

에 관하여 정말로 중요한 D.41.1.26.1 < 6 >은 다만 각주47)에서 아울러 참조하라는 

개소로, 그것도 “학설대립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고 첨언하면서, D.43.24.22.pr.; 

Diocl. C.3.32.11.pr.과 함께 부수적으로만 언급할 뿐이다. C.3.32.11.pr.은 이미 살펴

보았다. 특시명령에 관한 앞의 개소는 그런데 덩굴식물인 포도나무에 관한 것이다.

< 17 > D.43.24.22.pr. Venuleus (∮140-170) 2 interdict.

Si vitem meam ex fundo meo in fundum tuum [deprehenderis]<depresseris 

Stephanus> eaque in fundo tuo coaluerit, utile est interdictum quod vi aut clam 

intra annum: sed si annus praeterierit, nullam remanere actionem radices<que 

Best>, quae in fundo meo sint, tuas fieri, quia [his]<vitis Schmidt> accessiones 

sint.

(네가 나의 포도줄기를 내 토지에서 너의 토지로 휘묻이하고 그것이 네 토지에 

유착한 경우 1년 내에는 “暴力 또는 隱祕” 특시명령이 유용하다. 그러나 1년이 

도과한 후에는 어떤 소권도 남아있지 않고, 또 내 토지에 있는 뿌리들이 너의 소

44) Kaser (1976), 296f. + nn.37-38; Kaser/Hackl (1996), 330 n.27.
45) Kaser (1968), 31-56.
46) Kaser (1968), 50f.
47) Kaser (1968), 51 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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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개소는 이웃의 포도줄기를 자기 땅에 휘묻이하여서 뿌리를 내리게 한 악의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暴力 또는 隱秘” 특시명령(interdictum Quo vi aut clam)48)

이 인정된 특수성이 있는데49)(기본적으로 D.41.1.26.1 < 6 >의 법리에 따라 설사 분

리가 되더라도 收去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1년을 기준으로 전후

의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 역시 특시명령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50) 여기서 일

반적인 나무와 포도나무의 차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은 아마도 처음부

터 지상의 포도넝쿨을 통째로 자기 토지로 넘겨 가져가서 휘묻이하고, 그것이 새

롭게 착근하여 지상의 넝쿨과 더불어 진정한 포도나무를 구성하고, 원래 토지에는 

겨우 일부 뿌리만이 남아 있게 된 사실관계－이러한 것은 일반 나무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51)－를 전제하고, 그 결과 오히려 원래 토지에 남아 있던 뿌리

48) Edictum perpetuum praetoris urbani XII. 256: “Quod vi aut clam factum est, qua de re 

agitur, id, si non plus quam annus est (Cf. D.43.24.15.4-6) cum experiendi potestas est, 

restituas” (Cf. D.43.24; D.39.1.1.1); Lenel (1974), 482f.
49) Fargnoli (1998)은 무슨 이유인지 하필이면 유독 이 개소만 다루지 않고 있다.
50) Falcone (1996), 5-360은 우리 입장에서 도움될 내용이 없다.
51) 일반 나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D.47.7.6.2 Pomponius libro 20 ad Sabinum.

Si arbor in vicini fundum radices porrexit, recidere eas vicino non licebit, agere autem 

licebit non esse ei ius (sicuti tignum aut protectum) immissum habere. Si radicibus 

vicini arbor aletur, tamen eius est, in cuius fundo origo eius fuerit.

(나무가 이웃의 토지로 뿌리를 뻗은 경우 이웃은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

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나무 주인에게 (목재나 돌출부와 마찬가지로) 자기 쪽

으로 침입한 상태를 유지하는 권리가 없음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이웃(땅)의 

뿌리로 나무가 생육하여도 나무는 그 기원이 있는 [즉 그루터기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소유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나무(포도나무의 경우에도 같다)의 지상부분(그루터기: truncus)이 

“나무”의 소유권 귀속에 결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同旨 Donellus (1840), col. 918 

§ III. 착근은 토지와의 부합이 확정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만을 결정하는 기준이

고, 일반적인 경우 뿌리의 윗부분에 나무의 몸체가 존재하므로 “착근으로 나무의 소

유는 토지소유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D.47.7.6.2와 관련

하여 이웃으로 뻗은 뿌리가 남아 있는 부분보다 사소한 것인 경우로 이해하는 Voet 

(1757), ad D.41.1 n.25 (p.610)의 견해(“scilicet paucis quibusdam, & exiguis, non 

majoribus ac praecipuis”)는 잘못이다. 또한 Sokolowski (1959), 544 n.371은 이 경우 로마

법률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질료의 변화’(Stoffwechsel; 동, 150: stoffliche Umwandlung)

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통상적 의미의 Stoffwechsel, 즉 ‘신진대사’가 

일정부분 공유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제시 없이 로마 법률가들이 확실하게 수용했

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학의 Stoffwechsel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28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4호 (2016. 12.)

가 이웃토지에 성육한 포도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

었기 때문이다.52) 그래서 rei vindicatio 또는 rei vindicatio utilis가 아니라 특시명령

이 인정되었다. 더욱이 베눌레이우스(Venuleius)는 1년 후에는 모든 소권이 배제됨

을 밝힘으로써 종국적으로 이런 경우 특시명령의 행사를 해태한 자에게 더 이상의 

구제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도나무가 문제되는 경우 아무래도 덩굴식물이

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의 양상이 일반 나무와 다르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특시

명령을 이용하도록 했던 것 같다. 이는 다음의 개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18 > D.43.17.3.4 Ulpianus 69 ad ed.

Item videamus, si auctor vicini53) tui ex fundo tuo vites in suas arbores 

transduxit, quid iuris sit. Et ait Pomponius posse te ei denuntiare et vites 

는 설득력이 없다.

참고로 나무의 뿌리에 관하여 흥미 있는 개소가 전해진다. 

D.47.7.3.5a Ulpianus libro 42 ad Sabinum.

Radix autem arboris non videtur arboris appellatione contineri, quamvis adhuc terra 

contineatur: quam sententiam Labeo quoque probat.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비록 아직 땅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무라는 명칭에는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견해를 라베오도 찬동한다.)

외견과 달리 이 개소는 樹木切斷盜 소권(actio arborum furtim caesarum)의 맥락에서 

피해대상인 ‘나무’(포도나무, 담장나무, 갈대, 버드나무 포함: D.47.7.3.pr.-2 Ulpianus 42 

ad Sab.)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나무의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잘려나간 부분이 ‘나무’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단 

뿌리를 갖추거나(Ulpianus 42 ad Sab. D.47.7.3.3-5; 특히 § 3: recte Pomponius scripsit 

non posse agi de arboribus succisis, cum nulla arbor proprie dicatur, quae radicem non 

conceperit.) 잔뿌리는 없어도 뿌리 둥치를 갖추거나(올리브나무, D.47.7.3.7: Stirpes 

oleae arbores esse magis est, sive iam egerunt radices sive nondum.), 아니면 다시 심었

을 때 다시 뿌리가 재생하여 식재가 가능하도록 뿌리의 생장점들을 상실하지 않고 가

지고 있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D.47.7.3.6 Ulpianus 42 ad Sab.: Labeo etiam eam 

arborem recte dici putat, quae subversa a radicibus etiamnunc reponi potest, aut quae ita 

translata est, ut poni possit.). 가능한 배경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하여

는 Sokolowski (1959), 148f. + 542 n.365. 
52) Digest-Watson (1998), h.l.는 “radicesque, quae in fundo meo sint, tuas fieri” 부분을 아

무런 근거 제시 없이 “네 토지에 있는(in fundo tuo) 뿌리들이 너의 소유가 되는데”라

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은 토지소유자가 부합으로 부합된 것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는 자명한 법리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첫째로 meo를 tuo로 치환할 근

거가 없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문장이 제시하는 “뿌리가 포도나무에 부합했다”라는 

것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53)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표현인 auctor vicini는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지기다. Seyed-Mahdavi 

Ruiz (2000), 102 n.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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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ecidere, idque et Labeo scribit, aut uti [eum]<te> debere interdicto uti 

possidetis de eo loco, quo radices continentur vitium: nam si tibi vim fecerit, quo 

minus eas vites vel praecidas vel transducas, vim tibi facere videtur, quo minus 

possideas: etenim qui colere fundum prohibetur, possidere prohibetur, inquit 

Pomponius.54)

(또 네 이웃의 관리인이 너의 토지로부터 포도넝쿨을 자신의 나무들로 끌어 옮겨 

[지지대 삼아] 엮은 경우 법적으로 어찌되는지 살펴보자. 폼포니우스는 너는 그에게 

통고하고 포도넝쿨을 절단할 수 있다고 하며－같은 견해를 라베오도 쓰고 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시 [그는]<너는>55) 포도나무의 뿌리들이 포함된 장소에 대하

여 부동산점유침탈금지 특시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너에게 

네가 그 포도넝쿨을 절단하거나 끌어서 되옮기거나 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

면 네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 

실상 토지의 경작을 저지당하는 자도 점유가 저지되는 것이라고 폼포니우스도 말

하는 바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소유자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가져간 포도넝쿨을 더 이상 자기 땅

의 양분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하거나(일부 포기에 해당), 아니

면 전체를 다시 자기 땅으로 옮겨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를 저지하면 문제의 특

54) 기본적으로 이 개소를 옳게 이해하여 번역한 Digest-Watson (1998), h.l.; Digesten-Otto 

(1832), h.l. Digeste-Hulot (1804), h.l.와 달리 Digest-Scott (1932), h.l.는 사안 자체를 오

해하였다. 우선 번역문을 소개한다.

｢Moreover, let us see what the law is, if the agent of your neighbor transplants vines 

from your land to his own. Pomponius says that you can serve notice upon him, and 

cut the vines, and Labeo says the same thing. He also says that you can make use of 

the interdict Uti possidetis with reference to the place where the vines have taken root, 

since if he should employ violence to hinder you from cutting or removing the vines, 

he will be considered to have forcibly prevented you from taking possession; for 

Pomponius holds that anyone who prevents another from cultivating his own land 

prevents him from retaining possession of the same.｣

이웃 포도원의 관리인이 한 행위는 移植(transplant)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땅에 

심은 행위로 오해되고, 그 결과 뒷부분의 ‘나무가 뿌리를 내린 땅’이 과연 어느 땅인

지도 애매하게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이 사안은 이전된 포도넝쿨이 아직 착근하기 

전이다. 왜냐하면 착근하면 원 소유자도 더 이상 그것을 절단하거나 다시 옮겨 심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55) 문맥상 eum은 te의 명백한 誤記로 보인다. 同旨 Digesta (1908), h.l., p.739 n.7: “eum 

debere del. Mo. (similiter Pothier)”; Palingenesia II (1960), Ulp. fr.1540, col. 821 n.3: 

“eum debere gloss.”; Seyed-Mahdavi Ruiz (2000), 102 n.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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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Kaser 역시 D.41.1.26.1 < 6 >의 사후 분리 

시의 收去에 관한 중요한 효과를 놓치고 있고, 또 특수한 사안에 즉응한 결정의 

특수성을 놓침으로써 준소권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56)

3. 준대물소권 한정긍정설 

(1) 착근단계설: Camillo의 견해

Camillo는 D.6.1.5.3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서(un lasso di tempo) 나무가 실질적으로 변화한(sostanzialmente mutata) 경우

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rei vindicatio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만(equo), 

뿌리를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엄격한 법논리(stretto rigore del jus)를 

따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형평에 반하므로(l’equità si oppone) 이때를 

위하여 준대물소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57)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경계

를 어찌 결정할 수 있는가’, ‘로마의 법률가가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규

범적 기준이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예상 반론에 대하여 준소권이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정 심리 후 사법관에 의하여 그의 高權에 따

른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는 절차적 논변으로써 반론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58) 

56) 나무가 이웃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통상 활용되는 법적 구제수단은 특시명령

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였다. 인공물과 달리 自生力을 가지고 成育하는 그 특성상 일

반적인 소유물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방법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Cf. C.8.1.1 Imperator Alexander Severus (a.224). 

Cum proponas radicibus arborum in vicina Agathangeli area positis crescentibus 

fundamentis domus tuae periculum adferri, praeses ad exemplum interdictorum, quae in 

albo proposita habet (sc. praetor): “si arbor in alienas aedes impendebit”, item: “si arbor 

in alienum agrum impendebit”, quibus ostenditur ne per arboris quidem occasionem 

vicino nocere oportere, rem ad suam aequitatem rediget.

(이웃 아가탕겔루스의 땅에 심어진 나무들의 뿌리들이 증식하여 그대의 저택의 基所

에 위험이 야기된다고 그대가 주장하므로 道伯은 법정관이 고시로 공포한 특시명령, 

즉 실로 나무가 계기가 되어 이웃을 해쳐서는 아니 됨을 宣示한 “나무가 타인의 舍

屋으로 侵垂한 경우” 및 “나무가 타인의 耕地로 侵垂한 경우”의 예에 따라서 사안을 

正義에 맞도록 처결할 것이다.)

이곳의 특시명령은 De arboribus caedendis (樹枝伐除에 관한 특시명령: Edictum perpetuum 

Tit. XV § 259)이다.
57) Camillo (1889),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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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크게 잘못이다. 먼저, 그는 뿌리를 내리는 것과 시간이 지

나서 나무가 변화한 것을 구별하는데, D.6.1.5.3은 유착하는 것과 뿌리를 내리는 것

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이것과 부합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또 그는 나무

의 “변화”(mutata)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법률가들은 나무와 관련하여 결코 mu-

tare 동사를 사용한 바가 없다. 오히려 ‘alio terra alimento alia facta’, 즉 남의 땅의 

영양을 취함으로써 다른 나무라고 보게 되었다고만 할 뿐이다. 생물체이기에 뿌리가 

내리는 순간 그 땅의 수분과 양분을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이지 

무슨 가시적인 변모가 있어야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뿌리 내린 지 

조금밖에 안 되었을 때에는 달리 보자는 논변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직 

착근하지 않은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종전 소유자와의 형평을 논함으

로써 뿌리가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이러한 단계적 사고는 원 사료와는 

거리가 멀다. 착근한 것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혹은 뿌리 내린 

정도가 약하므로 “형평”에 기하여 준소권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개소의 준소권을 설명하지 못하는－특히 무정형한 가치개념을 동원한 해석자 

자신의 정책적 사고가 반영되었을 뿐인－박약한 논리이다.

(2) 私見

사견에 의하면 대상 개소 D.6.1.5.3의 마지막 문장으로부터 앞의 사안이 “내 나

무”가 타인 토지로 식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알페누스가 D.39.2.9.2 < 2 >에서와 

달리 착근한 경우 (기본 법리에 따르면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물반환청구를 준소권의 형태로 인정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필요성이 강함을 

전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식재한 것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가 식재한 것이라면 C.3.32.11 < 16 >의 법리를 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서는 식재를 “내”가 한 것도, 토지소유자인 “타인”이 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translata라는 수동태 표현 역시 나무 소유자도 식재자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아님을 표현한다. 즉 이 사안은 제3자가 식재하였

거나(accessione artificiali)59) 나무가 자연력에 의하는(accessione naturali) 등 달리 

58) Camillo (1889), 173.
59) Cf. D.47.7.3.4 Ulpianus 42 ad Sab.

Quod si quis ex seminario, id est stirpitus arborem transtulerit, eam, quamvis nondum 

comprehenderit terram, arborem tamen videri Pomponius libro nono decimo ad Sabinum 

pro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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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여60) 토지와 유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관계만을 

염두에 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나무 소유자가 식재한 경우에 늘 거론

되는 惡意와 善意에 대한 논급(C.3.32.11 < 16 >)도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제3자의 

행위나 자연력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애꿎은 나무 소유자를 위하여－행위자

인 제3자가 不詳이거나 누구에게도 귀책할 수 없는 자연력에 의한 경우에는 더욱 

더 그 필요성이 크다－준소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비상구제수단

이다. 왜냐하면 항변권은 무용지물이고, 선의인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절도 원인의 

추급도 불가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권(condictio) 역시 두 사람 사이에 nego-

tium의 결여로 부인되는데다가,61) 더욱이 건축의 경우에 최후수단이랄 수 있는 

(어떤 자가 苗圃에서, 즉 뿌리째로 나무를 이전한 경우 그것은 비록 아직 땅에 부합

하지 않았더라도 나무로 본다는 견해에 폼포니우스는 사비누스주해 제19권에서 찬동

하였다.)
60) D.41.1.7.2 Gaius 2 rer. cotti. sive aur. = Inst.2.1.21.

Quod si vis fluminis partem aliquam ex tuo praedio detraxerit et meo praedio attulerit, 

palam est eam tuam permanere. Plane si longiore tempore fundo meo haeserit 

arboresque, quas secum traxerit, in meum fundum radices egerint, ex eo tempore videtur 

meo fundo adquisita esse.

(하천 水流의 힘이 너의 토지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내 토지에 실어다 덧쌓이게 한

[沖積] 경우 그것이 너의 소유로 계속 남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로 그것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내 토지에 寄着하고, 함께 실려 온 나무들이 내 토지로 뿌리를 내린 경우 

그 시점부터 그 땅은 내 토지에 보태진 것으로 인정된다.)

Cf. Barra (1998), 21f.; Sokolowski (1959), 161f. + 546f. nn.390-392.
61) Cf. D.12.6.33 Iulianus libro 39 digestorum

Si in area tua aedificassem et tu aedes possideres, condictio locum non habebit, quia 

nullum negotium inter nos contraheretur: nam is, qui non debitam pecuniam solverit, hoc 

ipso aliquid negotii gerit: cum autem aedificium in area sua ab alio positum dominus 

occupat, nullum negotium contrahit. Sed et si is, qui in aliena area aedificasset, ipse 

possessionem tradidisset, condictionem non habebit, quia nihil accipientis faceret, sed 

suam rem dominus habere incipiat. ¶ Et ideo constat, si quis, cum existimaret se 

heredem esse, insulam hereditariam fulsisset, nullo alio modo quam per retentionem 

impensas servare posse.

(너의 敷地에 내가 건축을 하고 네가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득반환청구소권(Bas.24.6.33 

[Heimbach III, p.37: ἀνάληψις [말하자면 resumptio])은 적용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

면 우리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negotium)도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채인 금전

을 변제한 자는, 그 자체로써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 것인데, 자신의 敷地에 타인에 

의하여 세워진 건물을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어떠한 법률행위도 맺어지는 것이 아

니다. 그리고 타인의 敷地에 건축한 자가 스스로 점유를 인도한 경우에도, 그는 이득

반환청구소권을 가지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아무 것도 수령자의 것으로 만들

지 않았고,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어떤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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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후 收去조차도 植栽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D.41.1.26.1 < 6 >).

일반적으로 D.41.1.26.1 < 6 >을 인용하더라도 그 효과 면의 차이에는 주목하지 않

는다.62) 이를 인식한 경우에도 부합의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부합이 일어나는 양상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로 주목한다.63) 또 뿌리 

뽑힌 나무에 관한 한, 파울루스의 논증이 흥미롭다고 하면서 이것은 알페누스와 

라베오의 논증과 교차하는데, 뒤에 울피아누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고 지적하는 

Bretone의 설명도 이미 알페누스에 의하여 (나름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법리가 

이미 발전했음을 잘못 파악하였다.64)

결국 대상 개소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률논리상 (적어도 現勢態로서는) 불가능한 

소유물반환청구를 법정책적 차원에서 준소권 형태로 살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마지막 문장의 nam은 앞의 내용을 근거 지우는 접속사가 아니

라 강세를 부여해 주는 단순한 부사이다.65) 고전법의 법리는 전승된 사료만으로도 

하등 상호 모순 없이 잘 이해된다. 

이를 보강해 주는 사료가 바로 가이우스의 다음 개소들이다.

< 19 > Gai. 2.78.

Sed si in tabula mea aliquis pinxerit ueluti imaginem, contra probatur: magis enim 

dicitur tabulam picturae cedere. cuius diuersitatis uix idonea ratio redditur: certe 

secundum hanc regulam si me possidente petas imaginem tuam esse nec soluas 

pretium tabulae, poteris per exceptionem doli mali summoueri; at si tu possideas, 

consequens est, ut utilis mihi actio aduersum te dari debeat; quo casu nisi soluam 

inpensam picturae, poteris me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ere, utique si bonae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임대아파트를 보강공사한 경우, 유

치를 통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로마법상 condictio는 급부부당이득 사안에만 적용되었다. Walchius (1810), 171f.; 성중모

(2013), 12 n.38.
62) 가령 Balanger (2004), 100 + n.360.
63) 가령 Plisecka (2011), 88f.
64) Bretone (1999), 81 n.25: “Quanto all’albero divelto, è interessante l’argomentazione di 

Paolo in D.41,1,26,1, L.1868; che si incrocia con quella di Alfeno (L.84) e Labeone 

(L.116), poi sviluppata da Ulpiano in D.39,2,9,2, L.1282.”
65) Oxford Latin Dictionary, s.v. nam 1 (p.1153): (affirmative or assenting) Certainly, to be 

sure, yes, ―.). 同旨: Bas.15.1.5.3 (Heimbach II, 156): si “v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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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i possessor fueris. illud palam est, quod siue tu subripueris tabulam siue alius, 

conpetit mihi furti actio.

(그러나 나의 화판에 어떤 자가 예컨대 초상을 그렸을 경우에는 반대 법리가 인

정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화판이 그림에 부속된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의 적절한 이유는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분명 이 법리칙에 따라서 내가 점

유 중일 때 네가 너의 초상화임을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청구하면서 화판의 가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너는 악의의 항변으로써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점유하고 있으면 나에게 너를 상대로 준소권이 부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 

이 경우 내가 그림의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악의의 항변으로써 배척

할 수 있을 것이니, 네가 선의 점유자였기만 하다면 말이다. 네가 화판을 절도했

거나 다른 자가 그랬다면 나에게 절도소권이 인정된다.)66)

< 20 > D.41.1.9.2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Sed non uti litterae chartis membranisve cedunt, ita solent picturae tabulis cedere, 

sed ex diverso placuit tabulas picturae cedere. utique tamen conveniens est domino 

tabularum adversus eum qui pinxerit, si is tabulas possidebat, utilem actionem 

dari, qua ita efficaciter experiri poterit, si picturae impensam exsolvat: alioquin 

nocebit ei doli mali exceptio: utique si bona fide possessor fuerit qui solverit. 

Adversus dominum vero tabularum ei qui pinxerit rectam vindicationem competere 

dicimus, ut tamen pretium tabularum inferat: alioquin nocebit ei doli mali 

exceptio.

([쓰여진] 글자들이 종이나 양피지에 부속되듯이 그림이 화판에 부속되는 것이 아

니라, 반대로 화판이 그림에 부속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지만 항시 화판의 소

유자에게 그림을 그린 자를 상대로, 이 자가 화판을 점유한 경우, 준소권이 부여

되는 것이 합당하고, 이 소권으로써 그는 그림의 비용을 상환하면 유효하게 제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악의의 항변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니 항시 상환하는 자가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 그런데 화판의 소유자를 상대

로 해서 그림을 그린 자에게 진정한 소유물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다만 

그는 화판의 가액을 상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악의의 항변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남의 화판에 그림을 그리는 사안은 가공(specificatio, rei effectio67))의 사례 중 하나

66) 이 개소의 다른 번역과 내용적 논의는 성중모(2013), 16ff.
67) 오늘날 specificatio로 부르는 가공을 과거 rei effectio로 부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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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가공에서 재료를 중시하는 사비누스 학파에 속하는 가이우스는 첨부 후의 

소유권 귀속이 유사한 가공의 경우인 紙面에의 기록 사안68)과 반대로 결정된 

이 tabula picta (‘그림 그려진 화판’) 사안의 정착된 법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는 태도를 드러낸다.69) 그러나 그림의 경우에는 예술적 가치가 우선하는 것

(praevalentia)으로 고려되었음이 분명하다.70) 문제는 화판의 점유를 상실한 화판 

소유자에게 준소권을 인정한 부분의 해명인데, 가이우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

Dempsterus (1662), col. 1429. 이것은 원사료상 가공을 개념화한 단일 명사가 전해지

지 않기에 일어난 현상이다.
68) Cf. 성중모(2013), 21f.
69) 가이우스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와 비교되는 것은 역시 사비누스 학파의 전통을 이어

받은 고전 후기의 파울루스의 태도인데, 그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D.6.1.23.3 Paulus libro 21 ad edictum.

Sed et id, quod in charta mea scribitur aut in tabula pingitur, statim meum fit: licet de 

pictura quidam contra senserint propter pretium picturae: sed necesse est ei rei cedi, 

quod sine illa esse non potest.

(그러나 또한 나의 지면에 쓰여지거나 화판에 그려지는 것은 즉시 나의 소유로 된다. 

비록 그림에 대해서는 혹자들이 그림의 가치로 인하여 반대 의견이지만 말이다. 그러

나 어떤 물건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그 물건에 부속되는 것이 필연이다.)

이 개소의 다른 번역과 내용 논의는 성중모(2013), 19f. 다만, 성중모(2013), 20은 유

스티니아누스 법전상 학설휘찬(Paul. D.6.1.23.3 [주 69])과 법학제요(Inst.2.1.34; cf. Otto 

[1734], ad h.l. n. [p.189f.]; Vinnius [1726], ad h.l. comment. 2 [p.194])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견해인데, 반드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특히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미 학설상 이견이 있음을 밝히고 一義的인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기의 정설은 이미 그림을 그린 자에게 화판의 소유권을 부여하였지만

(Gai. 2.78) 사비누스 학파의 전통을 따랐던 일부 소수설(Paulus)이 고전 후기까지도 

異見을 취했던 상황을 오히려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울루스와 

동일한 견해인 Gai Ep. 2.1.4 (성중모[2013], 20f.)는 직접 가이우스의 법학원론에서 유래

하지도 않고 5세기의 초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506년의 �西고트 로마인 법전�

(Lex Romana Visigothorum = Breviarium Alarici)의 일부로 전해지는 시대에 적응한 抄

錄이라는 점에서 고전법에 관한 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Schulz (1953), 302.
70) Paraphrasis 2.1.34는 명시적으로 학설대립을 언급하고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림을 그린 

쪽을 더 평가했음을 지적하는데(Inst.2.1.34: ridiculum est enim picturam Apellis vel 

Parrhasii in accessionem vilissimae tabulae cedere; 상세는 최병조[2010], 21ff.), 가이우

스를 보면 이미 고전 盛期에 그와 같은 결론이 파울루스(D.6.1.23.3 [주 69])를 제외하

면 정설이었음이 드러난다(성중모[2013], 18). Noodt (1842), ad D.41.1 (p.193)은 원문

을 그대로 전하는 파울루스 D.6.1.23.3 (주 69)와 동일한 의견이었던 가이우스의 경우 

D.41.1.9.2의 해당 부분이 트리보니아누스에 의하여 수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정 

의심의 여지가 없는 Gai. 2.78 (“vix idenea ratio”)이 이미, 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명

확히 한 견해와 동일한 견해가 당시 정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역으로 이

러한 결론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때 준소권을 인정할 실질적인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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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consequens = conveniens)는 결론만을 제시한다.71)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화판과 그림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하여 나중에 분리되어 收去할 수 있는 기회 자체

가 박탈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경우처럼 수거를 통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소유권

이 潛勢態로서 인정된다72)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現勢態(‘recta vindicatio’)

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에게 달리 보호 조치를 취

하지 않는 한, (보통은 그림을 그린 자가 화판도 점유할 터이므로 제법 흔하게) 항변

조차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의 구제를 위한 비상대책이 준소

권으로 나타난 것이다.73) 이 점에서 대상 개소인 D.6.1.5.3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Gai. 2.78의 준소권을 첨부의 경우의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74)

71) David/Nelson (1960), 288; 성중모(2013), 16 (“논리일관한다”)은 consequens를 앞선 문

장에 논리적으로 복속시킨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반대 결과를 지지하는 이 문장이 선

행하는 논리의 귀결일 수는 없다. D.41.1.9.2 < 20 >에서 conveniens로 대체되었으나 같은 

의미인 것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72) 성중모(2013), 12는 “잠자는 소유권”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곧 이어 건물이 붕괴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재료의 소유권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언어 관행상 잠자던 것이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으므로 비유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73) 반면에 Zulueta (1953), 78은 소유권이 없는 화판의 주인이었던 자가 그림이 그려진 

화판의 소유자인 그림 그린 자를 상대로 일종의 vindicatio를 가진다는 것을 “법적-실

천적 어불성설”(The legal and practical absurdity)로 규정하고, 이것은 가이우스가 잘 

확립된 exceptio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이우스가 제안

한 준소권은 “아무런 권위에 근거하지 않은 것”(rested on no authority)으로 보인다고 

하고, 또 그러한 사건들은 당연히 드물고, 일어나더라도 재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고 덧붙인다. 이어서 그는 Paulus D.6.1.23.5를 근거로 후대법에서는 필요시 상환을 위한 

사실소권이 인정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 현재 상황은 exceptio가 무용지물인 상황이고, 준소권이든 사실소권이든 

그것을 제안하는 것은 법률가들이고, 그들의 법학적 권위 자체가 근거인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한 제안이 법정관에 의하여 수용되어 실제의 사건에서 관철되는가의 문제

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이우스든 파울루스든 자신들이 주장

하는 소권이 부여되는 것이 “합당하다”, “필요하다”라는 식의 요청적인 언급이다. 두 

경우 모두 어쨌든 본래의 소권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었던 것

이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 경우에도 주목할 것은 그림과 화판은 물리적으

로는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동종 금속의 사례에서처럼) 서로 氣가 융합하

여 통일된 단일체를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독자성이 인식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것이 아

니라, 그림이 그려진 화판은 엄밀한 의미에서 원래의 화판과는 달라진 ‘다른’ 화판이

지만 그림이든 화판이든 어쨌든 여전히 각각 독립된 존재로 식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 경우에도 사실소권이 아니라 (착근한 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소권을 

부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74) 가령 Poste/Whittuck (1904), 167. 그는 이때 준소권은 대물소권이고(utilis in rem a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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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사안 유형마다 구체적 상황을 달리한다는 점을 잘 인식해서 성급한 

일반화를 자제하고, 조급하게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서 다른 사료를 ‘수정’된 것으

로 치부하는 잘못된 방법론을 지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

본적인 출발점은 오늘날의 사례풀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질문이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청구를, 어떤 원인사실에 기초하여, 

그리고 어떠한 권리(특히 청구권)를 근거로 요구하는가?”

(3) 형평설: Sokolowski의 견해

Sokolowski는 기본적으로 D.6.1.5.3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토지에 부합한 나무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로마법상의 기본 법리에만 쏠려 있다.75) 

다만 준대물소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avulsio (沖

積, 寄洲)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나무 소유권 상실의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그 

구제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준소권이 부여될 만한 

사물의 형상적 및 질료적 실체가 존속한다는 점－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무를 심

은 경우와 달리 파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전 실체의 잔여가 처음부터 식별 불

가능하여 객체의 면에서 준거로 삼을 존재가 없기에 준소권조차도 가능하지 않았

다는 점76)－을 사료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을 통하여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이로

써 우리가 검토한 어느 학설보다도 타당한 고찰을 하고 있다.77) 그는 이와 같이 

마치 소유권이 첨부로 박탈되지 않은 것처럼 방식서를 구성하는 擬制訴權이라고 설

명한다. 어쨌든 소유권이 現勢態가 아닌 한 법기술적으로 의제소권을 이용하였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同旨 이미 Paraphrasis 2.1.34: ἵνα κινῶν οὕτω λέγῃ⋅ ὡσανεὶ ὑπῆρχον 

δεσπότης [= quam intendens dicat: quasi dominus essem.]; Pellat [1853], 132 + n.2. Pellat

는 타당하게도 ferrumniatio의 경우[D.6.1.23.5 (주 11)]까지 준소권을 인정한 Pothier를 

비판한다). 이러한 반사실적 의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합당한 실체적인 이

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75) Sokolowski (1959), 150 + 543 n.370.
76) Sokolowski (1959), 165ff. + 547f. nn.399-400.
77) 유사하게 Cujacius (1722), ad C.8.1.1 (col. 1141)은 나무의 자연스러운 생장으로 모든 

뿌리가 이웃 토지로 착근하여 나무의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에 대하여 나무 소유자에게 

‘준대물소권, 또는 오히려 사실소권’(utilem actionem in rem, vel potius in factum)을 

부여한다고 기술한다. 이는 준대물소권의 부여가 필요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한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나무의 산정 가액을 급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실체법적 효과

에 치중한 당대 법학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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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준소권을 인정하는 궁극적인 기초로서 종국에는 

형평의 감정(Billigkeitsgefühl)을 거론한다.78)

Ⅳ. 번역들

1. 바실리카법전

그러면 바실리카법전은 해당 개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현하였을까? 바실리카법

전의 해당 개소는 다음과 같다.

< 21 > Bas.15.1.5.3 (Heimbach II, 156).79) 

Τὸ ἐμὸν δένδρον ἐὰν εἰς τὸν ἀγρόν σου παρὰ σοῦ μετενεχθὲν συναυξήσῃ καὶ ῥιζώσῃ, 

τὴν κατὰ νόμους περὶ αὐτοῦ ἀγωγὴν ἔχω. εἰ δὲ μὴ συναυξήσει, ἐμὸν ἔμεινεν.

(내 나무가 너의 토지에 너에 의하여 이식되어 유착하고 着根한 경우 나는 그에 

관한 法定의 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착근하지 않았으면 내 것으로 남는다.)

(Si arbor mea in agrum tuum a te translata coaluit et radices immisit, utilem in 

rem actionem de ea habeo: si vero non coaluit, mea permansit. ― Heimbach)

이에 따르면 타인의 나무를 심은 것이 토지 소유자(“너”)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80) 

私見과 분명히 다른 입장인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정확하다. 만일 그렇다면 오

히려 오늘날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절도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ex furtiva causa)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설처럼 만연히 

‘내가 이전하였다’(<a me> translata)로 이해할 경우에 발생하는 법리상의 모순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잔틴법학이 숙고한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응 평가할 만

78) Sokolowski (1959), 158ff.
79) = Supplementum editionis Basilicorum Heimbachianae Lib. XV―XVIII, edidit Carolus 

Eduardus Zachariae a Lingenthal (Lipsiae: Simptibus Joh. Ambrosii Barth, 1846), p.5. 
80) 同旨 Vinnius (1726), ad Inst. 2.1.31 comment. 2 (p.191); Cocceji (1727), ad D.41.1 Qu. 

XII (p.429); Voet (1757), ad D.41.1. n. 25 (p.610); Tonelli (1851), 110 + n.2. 적지 않은 

보통법 시대의 학설이 이와 같은 것은 바실리카법전의 영향이 아닐까 짐작된다. 

Hilliger도 악의의 移植者를 전제하고 그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을 인정하면서, 

이때 utilis = efficax, 즉 ‘준’소권이 아니라 ‘효용이 있는’ 소권으로 해석하면 逃避口가 

마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처럼 rei vindicatio를, 그것도 본래소권으로 인정한다

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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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인정되는 소권과 관련하여 그리스어 원문은 로마의 소권법으로부터 소원해

진 비잔틴법을 반영하여 법기술적인 ‘준소권’이 아니라 막연히 ‘法定의 소권’(τὴ κατὰ 

νόμους περὶ αὐτοῦ ἀγωγὴ, 이를테면 legitima de ea re actio)으로 표현하였는데, 라틴

어 번역자가 학설휘찬의 원문을 참조하여 ‘의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문장 

역시 같은 손질이 드러난다. nam = vero (‘그러나’)로 제대로 옮겼다.

2. 외국어 번역들

그러면 오늘날의 번역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흔히 활용되는 凡用本들

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번역문에서의 이탤릭체에 의한 강조는 인용자가 가

한 것이다).

(1) Alan Watson이 편찬한 최신 영어 분담번역본(1998)의 해당 개소 번역은 다음과 

같다.81)

｢In the case of my tree which has been transplanted to someone else’s field and 

thrived and let down roots, Varus and Nerva used to give an actio utilis in rem; 

but if it has not yet taken root, it does not cease to be mine.｣

이 영어 번역은 나머지는 글자 그대로의 축자 번역을 시도하였지만 translata =

transplanted로 옮김으로써 인간 植栽者를 전제하였고, 전체적으로 번역만으로는 

사실관계와 준대물소권 부여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nam = but (‘그러나’)으로 역출하여 이 부분은 정확하다.

(2) 스코트(Samuel P. Scott)의 1932년판 영어 번역본의 해당 개소 번역은 다음과 

같다.82)

｢With reference to a tree which was transplanted into the field of another and 

threw out roots, Varus and Nerva granted an equitable action in rem; for if it had 

not yet taken root, it would not cease to be mine.｣

81) Digest-Watson (1998), h.l.
82) Digest-Scott (1932),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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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어 번역은 나무에 “내”를 추가한 Watson (ed.)보다도 이 점에서는 더 철저하

게 축자번역의 전략을 취하였지만, 이쉽게도 coaluit의 번역이 생략되었다. translata

= transplanted로 이해한 것은 Watson (ed.) 번역과 같다. 그러나 nam = for (‘왜냐

하면’)로 역출하였다.

(3) 최신 독일어 공동번역본(1995)의 해당 개소 번역은 다음과 같다.83)

｢Wegen eines Baumes, der, auf fremden Boden versetzt, anwuchs und Wurzeln 

trieb, gaben Alfenus Varus und Nerva [dem Eigentümer des fremden Grundstücks] 

die dingliche Klage in analoger Anwendung. Denn solange er noch nicht fest 

angewachsen ist, gehört er immer noch mir4.｣ 

 4 Vgl. D.39,2,9,2.

번역은 기본적으로 축자적이고(특히 translata = versetzt),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석은 독자에게 맡겨놓은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역자의 

[ ] 속 보충 부분을 보면 준소권이 인정되는 것이 토지소유자로 이해되었다. 착근

으로 나무의 소유권을 확실히 취득한 그에게 도대체 왜 대물소권을, 그것도 준소

권을, 누구를 상대로 부여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 불가한 번역이다. 이것만 보면 

번역자는 혹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반환청구하거나, 

아니면 식재된 나무의 수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한 것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반환청구가 문제된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

거니와 설혹 그렇다고 해도 rei vindicatio가 아닌 “준”소권이 거론될 이유가 하등 

없고, 후자의 경우라고 상정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스스로 제거가 가능하므로 상대

방을 향한 “준”대물소권이란 빗나간 논리에 기초한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 모

든 경우에 나무의 소유권에 초점을 맞춘 후속 문장과도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게

다가 번역자가 친절하게 각주에서 지시한 D.39.2.9.2를 보아도, 이미 전술했듯이, 

어디까지나 나무의 소유자가 자신의 나무를 되찾기 위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리

고 nam = denn (‘왜냐하면’) 역시 앞과 뒤를 이유 제시로 엮어줄 수 있는 의미를 

왜 가지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 최신 독일어 번역본은 쓸데없는 보충으로 인

하여 모든 것을 망쳐 버린 명백한 오역이다. 

83) Digesten-Behrends (1995), h.l. (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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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tto-Schilling-Sintenis의 1830년 예전 독일어 번역본의 해당 개소 번역은 다음

과 같다.84)

｢Wegen des Baumes, der, in fremden Boden versetzt, angewachsen ist, und 

Wurzel getrieben hat, gestatten Varus und Nerva eine analoge dingliche Klage; 

denn so lange er noch nicht angewachsen ist, hört er nicht auf, mein zu sein.｣

이 독일어 번역은 모든 면에서 영어 번역본들보다 더 문언에 충실하다(특히 trans-

lata = versetzt). 다만 nam = denn (‘왜냐하면’).

(5) 프랑스어 1803년 번역본의 해당 개소 번역은 다음과 같다.85)

｢Varus et Nerva disoient qu’on pouvoit se servir d’une espèce d’action en 

revendication pour se conserver un arbre qui, ayant appartenu à un autre, auroit 

jeté ses racines sur notre terrain; car, s’il n’avoit point encore pris racine, il ne 

cesseroit pas d’appartenir à son premier maître.｣

이 불역본은 준소권의 주체를 그냥 불특정한 on으로 표시하는 외에 대부분의 번역

본들처럼 nam = car (‘왜냐하면’)로 역출하였다. 특히 translata = ayant appartenu à 

un autre (‘제3자 소유의’)로 意譯하였다. 이것은 문맥상 나무가 ‘내 것’임을 밝히고 

있는 마지막 문장과 명백하게 모순된다. 특히 문제는 이 제3자 소유의 나무가 부

합한 토지를 ‘우리’(notre)의 토지로 역출한 점인데, 이 역시 앞에서 나무가 옮겨진 

곳이 ‘타인의 토지’라고 표현된 것과 어법상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백한 오류이다.86) 

아마도 이 번역자는 제3자 소유의 나무가 우리 땅에 부합한 경우 그에게 준대물소

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 개소를 이해한 듯한데, 텍스트 자체로부터 이러한 결론

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번역처럼 하려면 

읽는 이의 주관적 이해에 따라 인칭대명사를 문언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치환활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로마의 법률가들이 종종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주체를 표현

함에도 불구하고 인칭대명사를 치환하여 서술하기는 하지만－흔히 3인칭이 2인

84) Digesten-Otto (1830), h.l. (p.618).
85) Digeste-Hulot (1803), h.l. (p.445). 철자가 disoient, auroit, n’avoit, cesseroit로 된 것은 

동사의 어미가 오늘날(∼aient, ∼ait)과 달리 구식이어서 그런 것임.
86) 이 점은 이미 Pellat (1853), 132 n.1이 잘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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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나 1인칭으로 바뀌는데, 우리말 어법에서 복수 1인칭 ‘우리’가 어찌 보면 뜬금

없이 등장하는 사례들과 비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체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어서 문맥의 흐름상 인칭대명사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 그러한 것이고, 이 개소처럼 전

후의 언어적 내지 논리적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인칭대명사를 함부로 바꾸지는 않

았다.

(6) Pellat의 1853년 번역은 다음과 같다.87)

｢Varus et Nerva donnaient l’action utile au sujet de l’arbre qui, transporté dans le 

terrain d’autrui, y a contracté adhérence et poussé des racines; car, s’il n’y adhère 

pas encore, il ne cesse par d’être à moi.｣

이 번역은 정확한 축자적인 번역이다(특히 translata = transporté). 번역에 따른 

Pellat의 설명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였다. 특히 Pellat는 D.41.1.26.1 < 6 >을 

바로 지적함으로써 로마법상 식재와 건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도 빠뜨리

지 않고 제시하였다.88) 

(7) 에나미 요시유키(江南義之)의 일본어 번역(1989년 발표)은 다음과 같다.89)

｢他人の敷地に移植されて成育し根を伸ばした樹木について, ヴァルスとネルヴァは

準對物訴訟を賦与した. 何故なら未だ成育しなかったときには, 私のものであるこ

とを止めないからである.｣

이 일본어 번역 역시 대체로 문언에 충실한 번역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90) 

87) Pellat (1853), 131f.
88) Pellat (1853), 133: “Remarquez à cet égard la différence qui existe entre les plantations 

et les constructions.”
89) 學說彙纂-江南(1996), 5.
90) 江南義之(1990), 396의 번역도 대동소이하다. 

｢他人の土地に移植されて成育し根をのばした樹木については, VarusとNervaは準對物

訴訟を賦与した. 何故なら樹木が成育しなかったなら, 私の所有物でなくならないか

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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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a = 移植으로 이해한 점에서 영어번역본들처럼 인간 식재자가 전제되었다. 

nam = 何故なら(‘왜냐하면’)로 옮긴 점에서는 Watson (ed.) 영어역본과 바실리카법

전을 제외한 모든 번역본들과 공통된다.

3. 국내 번역

국내 번역으로는 성중모의 다음과 같은 번역이 있다.91)

｢타인의 농지에 移植되어 癒着하고 뿌리를 내린 나무에 관하여 알페누스 바루스

와 네르바는 [나에게] 準대물소권을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나무가 아직 유착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중모의 이 번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거로 등장한 본문의 전체 맥락

을 파악해야만 한다. 그는 식재 및 파종 사안을 크게 둘로 나누어 고찰하는데, 서

술로 보아 자연적인 부합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사안 중 하나는 A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B의 토지에 자기 나무를 심는 경우이고, 다른 한 사안은 B가 

A의 나무를 자기 토지에 심는 경우이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92)

｢통상적으로 첫 번째 사안에서 A는 B소유 토지의－선의 또는 악의의－점유자

이다. A는 분리를 청구할 수 없고 만일 자신이 분리한 경우에도 식물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었다. B가 A를 상대로 토지의 회복을 위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한 경우에, A는 자신이 선의라면 악의의 항변에 기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B가 나무나 씨앗을 포함하는 토지를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가 점유를 하게 된 경우에는 A가 나무나 씨앗에 대하여 소유물반

환청구할 수 없고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로마에서 A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예컨대 악의의 항

변(유치권)이나 準소권actio utilis 등의 구제수단 부여가 그것이었다.31)｣

앞에 인용한 D.6.1.5.3 번역은 바로 각주 31로 제시된 전거이다. 여기서 두 번째 사

안에 대한 서술이 빠져 있고 첫 번째 사안만을 다룬 것을 보면, 성중모는 D.6.1.5.3

을 이 첫째 유형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 여겨진다. 즉 타인의 토지에 나무 소유

자인 Ego가 식재를 한(translata = “移植”) 사안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91) 성중모(2013), 11 n.31.
92) 성중모(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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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취지는 본래의 소유물반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소권 형태로 인정하겠

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설명은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 왜냐하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준대물소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부합된 나무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 

하필 악의의 항변만이 가능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93) 이 견

해는 이로써 준대물소권을 일반화시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94) 또 이미 

외국의 번역문들과 관련하여 지적한 것이지만, nam = ‘왜냐하면’으로 번역한 것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유착하지 않은 한 여전히 나의 소유라는 것이 유착 시에 준대

물소권을 근거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95) 문제의 핵심은 “아무런 구제를 받

지 못하는 가혹한 결과”가 과연 어떤 경우이고, D.6.1.5.3이 정녕 이에 해당하는가 

93) 심사자 ②는 이 부분 설명에 대하여 ｢28면 21-23줄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준대물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상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점유를 놓지 않고 

있는 동안은 악의의 항변 및 유치권이 수단으로 필요하다. 점유를 놓았을 때 다른 수

단이 있는지 의문이다. 준대물소권과 유치권은 나무 가액을 상환받을 수단이라는 점

에서 기능이 공통된다.｣고 한다. 준대물소권을 인정하면 가액을 상환 받는 비상수단으

로 작용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 문제는 바로 과연 로마의 법률가들이 이 학

설이 상정하는 사실관계에서 이런 취지로 준대물소권을 인정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심사자 ②는 또한 결론적으로 ｢D.6.1.5.3.에서 문제되는 준대물소권은 로마에서 기본

적으로 － ‘superficies solo cedit’ 원칙에 정면충돌하는 － 소유물반환소권의 대상물이 될 

수 없는 뿌리내린 나무(의 가액)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대물소권은 아니다. 알페누

스 바루스와 네르바가 부여한 준대물소권은 일종의 가치보상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모든 소송의 결말이 궁극적으로는 금전 배상판결

인 로마법에서는 심지어는 rei vindicatio조치도 가치전보청구권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준소권이 본래 소권과 성격을 달리하여 대물소권이었던 것이 준소권인 

경우에는－ 가치보상 청구는 대물적일 수 없다－ 대인소권으로 화한다는 이해는 잘못

이다. actio utilis에 관하여 Kaser/Knütel (2014), Rz 83.4, p.446: “(unter Beibehaltung 

ihres Grundtypus)”.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법적 논리구조 역시 중요한 것이다. 그

리고 뿌리내린 나무를 소유물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superficies solo 

cedit’ 원칙에 정면충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원칙대로 착근한 나무의 

vindicatio가 부인되는 것 아닌가. 또 토지에서 나무가 분리되었을 때 소유물반환청구가 

부인되는 것은 이 원칙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94) 또한 성중모(2013), 30 + n.113 (Kaser에 동조).
95) 심사자 ②는 이에 대하여 ｢D.6.1.5.3. 중의 “nam”을 이유부기를 위한 접속사 ‘for’로 

보나 ‘but’로 보나 의미에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for로 볼 때에는 다만 생략된 

전제(“착근하지 않았으면 나무가 내 것이어서 준대물소권이 아니라 정규의 소유물반

환청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하나 더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에서 근거지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어차피 전체 취지에 큰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착근의 유

무로 상황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짤막한 개소에서 제법 길다면 긴 전

제를 굳이 생략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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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데, 성중모의 경우에도 다른 번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논점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Ⅴ.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정리하면 우선 외국과 국내의 각종 번역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축자적인 번역 전략을 따랐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대상 개소와 같이 

문면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개소에 대한 번역으로서는 훌륭

한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다. 진정한 해석을 독자에게 떠넘긴 결과가 Lenel 

(1849-1935), Bonfante (1864-1932), Kaser (1906-1997). Daube (1909-1999), Watson 

(*1933) 등등의 斯界의 대가들조차도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

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무를 이전시킨 주체가 누구인가가 관건임을 깨달았다는 

점에서는 유일하게 바실리카법전의 번역만이 눈에 띄는데, 주체를 잘못 잡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현대의 번역들만 못한 결과가 되었다. 사안에 대한 결정적인 오

류를 보여주는 것은 최신 독일어 공동번역과 Hulot의 프랑스어 번역이다. 살펴본 

것 중 제일 오래된 Pellat의 이해가 가장 정확하였다. 로마법률가들의 자연철학에 

중점을 두어 궁구한 Sokolowski 역시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最新의 것이 最善의 

것은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결국 내용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은 사료간의 섣부른 조화를 꾀하거나 현대법학의 특징이기도 한 체계구성의 자기 

논리에 빠져서 서둘러 일반화시키거나 함으로써 법학의 대선배였던 주석학파의 법

학자들이 매진했고 실로 모든 법적 판단의 요체랄 수 있는 distinguish / distinction

의 작업을 소홀히 한 까닭이다. 로마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론적인 요청에 부응하

여96) 같은 첨부의 사안이더라도 가공과 부합의 경우를 구별했고, 부합에서는 다시 

96) Cf. D.6.1.38 (주 31). 및 유명한 ‘연애편지’ 사안 D.44.7.61.1 Scaev. 28 dig. 

Seia, cum salarium constituere vellet, ita epistulam emisit: “Lucio Titio salutem. si in 

eodem animo et eadem affectione circa me es, quo semper fuisti, ex continenti acceptis 

litteris meis distracta re tua veni hoc: tibi quamdiu vivam praestabo annuos decem. scio 

enim quia valde me bene ames”. quaero, cum et rem suam distraxerit Lucius Titius et 

ad eam profectus sit et ex eo cum ea sit, an ei ex his epistulis salarium annuum 

debeatur. respondit ex personis causisque eum cuius notio sit aestimaturum, an actio 

danda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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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경우와 植栽의 경우를 구별했고, 식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나무와 포도나

무와 같은 넝쿨식물의 경우를 사물의 본성과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서 구별

하여 규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필자 자신의 번역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

음하기로 한다. 

< 22 > D.6.1.5.3 Ulpianus libro 16 ad edictum

De arbore, quae in alienum agrum translata coaluit et radices immisit, Varus et 

Nerva utilem in rem actionem dabant: nam si nondum coaluit, mea esse non 

desinet.

([제3자에 의하여 또는 자연력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로 옮겨져서97) 유착하고 뿌

리를 내린 [내] 나무에 관하여 알페누스 바루스와 네르바는 [선의의 나무 소유자

인 나에게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準對物訴權을 인정하였다. 아직 유착하지 않았으

면 내 소유이기를 그치지 않는다.)98)

97) 심사자 ②는 이에 대하여 ｢‘translata’는 바로 다음 단어인 coaluit가 의미 있으려면 ‘移

轉’으로는 부족하고 transplanted의 의미까지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착 현상

이 반드시 植栽일 때만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필자와 다른 소견일 뿐이다.
98) 심사자 ③은 이 번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필자가 제시한 번역은 꺾은 괄호[ ] 속에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 독자가 오해할 

여지를 줄이는 장점은 있으나, 번역이라기보다는 주석에 가깝게 되어 버린 것이 아닌

가 하는 지적도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번역’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나무가 타인의 토지로 넘어가서 유착하고 뿌리를 내린 경우, 바루스와 네르바는 

그 회수를 위한 준대물소권을 인정하였다. 한편, 아직 유착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나무는 여전히 내 것이다.”｣

이 번역은 가독성이 좋다. 하지만 나무가 ‘넘어간다’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 그 결과 

그리고 그밖에도 해석의 여지가 남으므로 혹시라도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오해가 재

발할 가능성은 없을지 살펴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원문에 없는 “그 회수를 위한”이란 

삽입은 오인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전술했듯이 나무의 경우 분리 후에도 회수가 법리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득이하게 다름 아닌 준소권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간명함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인 정확성을 위해서 때로는 번삽함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닐까.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 崔秉祚  47

【주요 사료 색인】

※ < > = 본문 사료 일련번호; n. = 각주번호

바실리카 법전

Bas.15.1.5.3 <21>

칙법휘찬 

C.3.32.2.pr.-1 n.12

C.3.32.11.pr.-1 <16>

C.3.32.16 n.36

C.8.1.1 n.56

학설휘찬

D.6.1.5.3 <1>, <22>

D.6.1.23.3 n.69

D.6.1.23.4 n.6

D.6.1.23.5 n.11

D.6.1.23.6-7 <9>

D.6.1.37 n.31

D.6.1.38 n.31

D.6.1.53 n.12

D.6.1.59 n.32

D.7.1.15.pr. n.32

D.10.4.6 n.27

D.12.6.33 n.61

D.17.2.83 n.8

D.19.1.18.1  n.21

D.22.1.25.1 <7>

D.24.1.31.2 <13>

D.24.1.63 <12>

D.30.41.1 n.19

D.30.41.9 n.19

D.39.2.9.2 <2>

D.39.5.14 n.7

D.41.1.7.2 n.60

D.41.1.7.10 <8>

D.41.1.7.11 n.18

D.41.1.7.12 <14>

D.41.1.7.13 <3>

D.41.1.9.pr. <4>

D.41.1.9.2 <20>

D.41.1.26.1 <6>

D.41.2.30.pr. n.18

D.41.3.30.pr. n.11

D.43.8.2.17 n.19

D.43.17.3.4 <18>

D.43.18.2 n.32

D.43.24.22.pr. <17>

D.44.4.14 <15>

D.44.7.61.1 n.96

D.47.3.1.pr.-2 <10>

D.47.3.2 <11>

D.47.7.3.pr.-3 n.51

D.47.7.3.4 n.59

D.47.7.3.5a n.51

D.47.7.3.6 n.51

D.47.7.3.7 n.51

D.47.7.6.2 n.51

D.50.16.62 n.20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Inst. 2.1.21 n.60

Inst. 2.1.29 <8>

Inst. 2.1.30 n.12

Inst. 2.1.31-32 <3>

가이우스 �법학원론�

Gai. 2.73 n.12

Gai. 2.74-75 <5>

Gai. 2.78 <19>

하르메노풀로스, �六卷法書�

Hexabiblos 2.1.27 n.12

투고일 2016. 8. 29    심사완료일 2016. 11. 17    게재확정일 2016. 11. 25



48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4호 (2016. 12.)

참고문헌

<학설휘찬 등 원사료 및 번역본, 원문복원>

Digesta = Corpus Iuris Civilis, editio stereotypa undecima, Volumen primum, ... 

Digesta recognovit Theodorus Mommsen, retractavit Paulus Krueger 

(Berolini, Apud Weidmannos, 1908). 

Digest-Scott = http://droitromain.upmf-grenoble.fr/ → 18. Lingua Anglica → The 

Digest or Pandects of Justinian (Scott) (1932). 

Digest-Watson = The Digest of Justinian, translation edited by Alan Watson, rev. 

English language ed., (1998).

Digeste-Hulot = Le Digeste de Justinien (Traduction de Henri Hulot, 1803), tome I.

Digesten-Behrends = Corpus Iuris Civilis Text und Übersetzung II Digesten 1-10, 

Gemeinschaftlich übersetzt und herausgegeben von Okko Behrends, Rolf 

Knütel, Berthold Kupisch, Hans Hermann Seiler (1995).

Digesten-Otto = Das Corpus Juris Civilis in’s Deutsche übersetzt von einem 

Vereine Rechtsgelehrter und herausgegeben von Carl Ed. Otto, Bruno 

Schilling und Carl Friedrich Ferdinand Sintenis, Erster Band (1830).

Palingenesia II = Lenel, Otto, Palingenesia Iuris Civilis, Volumen alterum 

(Akademische Fruck- u. Verlagsanstalt: Gtaz－Austria, 1960).

Paraphrasis = Institutionum Graeca Paraphrasis Theophilo Antecessori vulgo tribu-

ta, instruxit E. C. Ferrini, Pars prior (Berolini: Apud S. Calvary eiusque 

Socios, 1884).

學說彙纂-江南 = 江南義之 譯, �學說彙纂�の日本語への翻譯 (I) (信山社出版株式會

社: 東京, 1991 初版第一刷/1996 新裝第一版第二刷).

<비잔틴법 문헌>

Basilicorum Libri LX, edidit ... translationem latinam et adnotationem criticam adiecit 

D. Carolus Guilielmus Ernestus Heimbach, Tom. II (Lipsiae: Sumptibus Joh. 

Ambrosii Barth, 1840).

Hexabiblos = Harmenopulos, Konstantin (1320－ ca. 1385), Manuale Legum sive 

Hexabiblos, illustravit Gustav Ernst Heimnach, I, Neudruck der Ausgabe 

Leipzig 1851 (Aalen: Scientia Verlag, 1969).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 崔秉祚  49

<플라톤 법률론 역주>

Schneider = Platonis Opera ex recensione C. E. Ch. Schneideri, Graece et Latine 

cum scholiis et indicibus, Volumen secundum, Pars II (Parisiis: Editore 

Ambrosio Firmin Didot, 1852).

박종현 역주, 라톤의 법률. 부록 미노스⋅에피노미스(서광사, 2009).

성중모, “로마법상 소유물반환청구소권－첨부법에서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재산

법연구, 제29권 제4호(2013. 2), 1-34.

최병조, 로마법⋅민법 논고(박영사, 1999).

, “로마법상의 소송물 가액 선서－D.12.3에 대한 주해를 겸하여－”, 서울

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2015. 6), 1-83.

, 로마법연구(I)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Geistiges Eigentum im römischen 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Urheberrechts－”, 서울 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2010. 1), 1-35.

Ayblinger, Joseph Adam (1664-1722), Commentarius ad quinquaginta libros 

Digestorum seu Pandectarum, opus posthumum (Augustae Vindelicorum: 

Sumptibus Georgii Schüter & Martini Happach, Bibliopol., 1726).

Balanger, Laurent, Balanger, Etude de l’accession artificielle en droit romain (2004).

Barbosa, Augustinus (1590-1649), Collectanea in Codicem Justiniani, ex Doctoribus 

tum priscis, tum neotericis, Tomus primus, editio ultima prioribus emenda-

tior (Lugduni: Sumpyibus Anisson, & Posuel, 1720).

Barra, Anna, Gli incrementi fluviali in diritto romano [Paesi e Unomini nel Tempo: 

Vollana di Monografie di Storia, Scienze ed Arti, diretta da Sosio Capasso 

10] (Istituo di Studi Atellani, Luglio 1998) *면수 표시 없음(이 글에서 표시

한 면수는 이 글의 필자가 붙인 것임) (= https://books.google.co.kr/books?id=

FQ0jWEDAS8MC&pg=PA18&lpg=PA18&dq=gli+incrementi+fluviali+in+diritto+

romano&source=bl&ots=w4qXrSfa-U&sig=6jd9ccxBk1hjpKRj7TZNzuGZyXQ&

hl=ko&sa=X&ved=0ahUKEwiNkb67zI3OAhVBjZQKHbp2CxgQ6AEIKTAC#v=one

page&q=gli%20incrementi%20fluviali%20in%20diritto%20romano&f=false).

Biccius, Gregorius (1603-1657), Collegium Juridicum Argentoratense Enucleatum 

(Argentorati: Impensis G. A. Dolhopfii & J. E. Zetzneri, Bibliopol, 1664).



50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4호 (2016. 12.)

Biscardi, Arnaldo, Diritto greco antico (Giuffrè editore, 1982).

Bonfante, Pietro (1864-1932), Corso di diritto romano, Volume secondo: La pro-

prietà, Parte II, ristampa corretta della I edizione a cura di Giuliano 

Bonfante e di Giuliano Crifò con l’aggiunta degli indici delle fonti (Milano: 

Dott. A. Giuffrè Editore, 1968).

Bretone, Mario, I fondamenti del diritto romano. Le cose e la natura (1999).

Camillo, Brezzo, Rei vindicatio utilis [L’utilis actio del diritto romano] (Torino: 

Fratelli Bocca Editori, 1889).

Cocceji, Samuel de (1679-1755), Jus civile Controversum, editio quarta multis 

quaestionibus aucta (Francofurti et Lipsiae: Sumptibus Societatis, 1779).

, Juris civilis Controversi Pars II, editio altera multis quaestio-

nibus aucta (Francofurti ad Viadrum: Impensis Jo. Godofredi Conradi, 1727).

Corvinus, Arnoldus Ioh. fil. (c. 1582-1650), Digesta per Aphorismos strictim explicata 

(Amstelodami, 1642).

Cujacius, Jacobus (1522-1590), Opera omnia, Tomus nonus (Neapoli: Typis ac 

Sumptibus Michaelis Aloysii Mutio, 1722).

Daube, David, “Implantatio and Satio”(1958), in: Collected Studies in Roman Law, 

II (1991).

David/Nelson = Gai Institutionum Commentarii IV mit Philologischem Kommentar, 

herausgegeben von M. David und H. L. W. Nelson (2. Lieferung) (Leiden: 

E. J. Brill, 1960).

Dempsterus, Thomas (1579-1625), Antiquitatum Romanarum Corpus Absolutissimum, 

postrema editio (Coloniae Agrippinae: Apud Iodocum Kalconium, 1662).

Donellus, Hugo (1527-1591), Opera omnia. Commentariorum de Jure Civili tomus 

primus cum notis Osualdi Hilligeri (Florentiae: Ad Signum Clius, 1840).

Falcone, Giuseppe, “Ricerche sull’origine dell’interdetto Uti possidetis”, Annali del 

Seminario Giuridico della Università di Palermo 44 (1996), 5-360.

Fargnoli, Iole, Studi sulla legittimazione attiva all’interdetto Quod vi aut clam (1998).

Huber, Ulricus (1636-1694), Eunomia Romana sive Censura censurae Juris 

Justinianei, postumum opus, editio altera (Amstelodami: Apud Fredericum 

Horreum, 1724).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 崔秉祚  51

Kaser, Max, Das römische Privatrecht I2 (1971).

, Das römische Privatrecht II2 (1976).

, “Tabula picta”, Tijdschrift voor Rechtsgeschiedenis 36 (1968), 31-56.

Kaser, Max/Hackl, Karl, Das römische Zivilprozessrecht (21996).

Kaser, Max/Knütel, Rolf, Römisches Recht, 20., ü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München: C.H.Beck, 2014).

Kränzlein, Arnold, Eigentum und Besitz im griechischen Recht des fünften und 

vierten Jahrhunderts v. Chr. (Berlin: Duncker & Humblot, 1963).

Kunkel/Mayer-Maly = Römisches Recht, aufgrund des Werkes von Paul Jörs－

Wolfgang Kunkel－ Leopold Wenger, in vierter Auflage neu bearbeitet von 

Heinrich Honsell－ Theo Mayer-Maly－Walter Selb (1987).

Lauterbach (1660-1732)/Schütz (1640-1690) = Compendium Iuris e Lectionibus Dn. 

W. A. Lauterbachy ed: a Dn. Io. Iac. Schüz. (Tubingae, Sumptibus Ioh. 

Georgii Cottae, 1697).

Lenel, Otto (1849-1935), Das Edictum perpetuum. Ein Versuch zu seiner 

Wiederherstellung (2. Neudruck der 3. Auflage Leipzig 1927, Scientia 

Verlag: Aalen, 1974).

Ludovicus, Jacobus Fridericus (1671-1723), Usus Practicus Distinctionum 

Juridicarum, juxta ordinem Digestorum adornatus, Pars III, editio III 

auctior et emendatior (Hagae Magdeburg: Sumptibus Orphanotrophei, 1717).

Noodt, Gerardus (1647-1725), In Digestorum Libros XXVIII―L, edidit H. U. 

Huguenin (Heerenveenae, Apud F. Hessel, Bibliopolam, 1842).

Otto, Everardus (1685-1756), Ad Fl. Justiniani PP. Aug. Institutionum sive 

Elementorum libros IV. a Cujacio emendatos, Notae criticae et 

Commentarius (Trajecti ad Rhenum: Apud Matthaeum Visch, 1734).

Pasquino, Paola, “Rimedi pretori in alcuni casi di accessione”, Teoria e Storia del 

Diritto Privato (TSDP), Rivista Internazionale Online-Peer Reviewed 

Journal IV (2011), 1-105.

Pellat, C.-A. (1793-1871), Exposé des principes générauc du droit romain sur la 

propriété et ses principaux démembrements et particulièrement sur 

l’usufruit (2e édition) (Paris: Librairie de Plon frères, 1853).



52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4호 (2016. 12.)

Plisecka, Anna, ‘Tabula picta’. Aspetti giuridici del lavoro pittorico in Roma antica 

(2011).

Poste (1823-1902)/Whittuck (1844-1924) = Gai Institutiones or Institutes of Roman 

Law by Gaius, with a translation and commentary by the late Edward Poste, 

fourth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by E. A. Whittuck, with an historical 

introduction by A. H. J. Greenidg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04).

Rainer, J. Michael, Bau- und nachbarrechtliche Bestimmungen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 (Graz: Leykam Buchverlagsgesellschaft m.b.H., 1987).

Saliou, Catherine, Les Lois des Bâtiments (Beyrouth: Institut Français d’Archéologie 

du Proche-Orient, 1994).

Sandars, Thomas Collett (1825-1894), The Institutes of Justinian with English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fourth edit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69).

Schermaier, Martin Josef, Materia. Beiträge zur Frage der Naturphilosophie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 (Wien⋅Köln⋅Weimar: Verlag Böhlau, 1992).

Schöpsdau = Platon, Nomoi (Gesetze) Buch VIII-XII, Übersetzung und Kommentar 

von Klaus Schöpsdau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Schulz, Fritz (1879-1957), History of Roman Legal Science, with new addenda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3).

Seyed-Mahdavi Ruiz, Schahin, Die rechtlichen Regelungen der Immissionen im 

römischen Recht und in ausgewählten europäischen Rechtsordnung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eltenden deutschen und spanischen 

Rechts (Walldorf: Göttingen, 2000).

Sokolowski, Paul (1860-1934), Sachbegriff und Körper in der klassischen 

Jurisprudenz und der modernen Gesetzgebung (Halle: Max Niemeyer, 

1907/Unveränderter Neudruck, Aalen: Scientia, 1959).

Sono, Nhlanhla Lucky, Development of the Law regarding inaedificatio: A constitu-

tional analysis (LL.M.-Thesis at Stellenbosch University, December 2014)

(= http://scholar.sun.ac.za/handle/10019.1/95856).

Tonelli, M. A., Commentarii Iuris Romani. De Iuribus Rerum (Taurini: Ex Typis J. 

Favale et Soc., 1851).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 崔秉祚  53

Vinnius, Arnold (1588-1657), In Quatuor Libros Institutionum Imperialium 

Commentarius academicus et forensis, editio postrema (Norimbergae: 

Sumptibus Johannis Friderici Rüdigeri, 1726).

Voet, Johannes (1647-1713), Commentarius ad Pandectas, tomus secundus (editio 

ultima accuratior, Coloniae Allobrogum: Apud Fratres Cramer, 1757).

Walchius, Carolus Fridericus (1734-1799), Introductio in Controversias Iuris Civilis 

Recentiores inter Iurisconsultos Agitatas, Tomi primi fasciculus primus, 

Editio quarta prioribus auctior et emendatior, curavit Carolus Ernestus 

Schmid (Ienae: In Libraria Croekeria, 1810).

Watson, Alan, The Law of Property in the Later Roman Republic (1968/Reprint 

1984).

Wissenbachius, Johannes Jacobus (1607-1665), In Libros VII. Priores Codicis Dn. 

Justiniani Repetitae Praelectionis Commentationes Cathedrariae, Editio 

ultima pluribus in locis emendata (Franequerae: Ex Typographia Jacobi 

Horrei, Bibliopolae, 1750).

Zoesius, Henricus Jacobus (1561-1627), Commentarius in Codicem Justinianeum 

(Venetiis: Apud Nicolaum Pezzana, 1757).

, Commentarius ad Digestorum seu Pandectarum Iuris 

Civilis Libros L, Opus novum, Iuris universi, Veteris, Novi, Novissimi, 

passim enucleati, locuples Thesaurus (Lovanii: Typis & sumptibus Viduae 

Iacobi Zegers, 1645).

Zulueta, Francis de (1878-1958), The Institutes of Gaius, Part II. Commentary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3).

江南義之, “第四章 準所有權訴訟(rei vindicatio utilis)について－非所有者が占有す

る所有者に對して客體の返還を求める特殊な諸事例の考察－”, in: 同, ロー
マ法⋅ 民法硏究(東京: 白桃書房, 平成2年[1990]).



54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4호 (2016. 12.)

<Abstract>

Accessio in Roman Law

－ Exemplified by a Case Study as to D.6.1.5.3－

Choe, Byoung Jo*

99)

The cases of accessio in Roman law are very diverse. Roman jurists proposed 

solutions geared to an equitable adjustment of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lways starting from the principle superficies solo cedit. Especially for the case of 

a tignum iunctum attached to a building or a vineyard had the Twelve Tables, 

considering socio-economically undesirable effects, its separation prohibited, and gave 

instead the owner of the material an actio de tigno iuncto as a penal action in 

duplum. Each case of various accessiones is, according to its peculiarity founded on 

the nature of things and the legal relationships, provided with different actions 

respectively. 

A lot of Roman law scholars, however, have tried until now to reconstruct an 

uniform right system for all the cases of accessio, either relying on or denying a 

hypothesis which they infer from a short fragment of D.6.1.5.3, in which Ulpian 

reports that Alfenus Varus and Nerva conceded an utilis in rem actio, a hypothesis 

that a bonae fidei owner of the thing attached generally had an utilis in rem actio 

against the owner of the main thing to which the thing of the plaintiff was attached. 

They often try to accommodate conflicting cases to their own hypotheses and even 

go on to purge such cases of the allegedly interpolated alterations. Some scholars, 

on the other hand, have taken a sceptical position of ignoramus. The fragment, 

however, is a typical case for which a detailed study distinguishing essential dif-

ferences, factual as well as legal, between the relevant cases can remove mis-

understandings which were obviously caused by hasty generalizations.

The author points to the main problems of the early studies including many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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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 such as Otto Lenel, Pietro Bonfante, Max Kaser, David Daube and Alan 

Watson, and also screens the currently used modern translations, warning particularly 

against a reasoning accustomed to the codified law in modern times. A new Korean 

translation is presented at the end, which reads in an English translation as follows:

D.6.1.5.3 Ulpianus libro 16 ad edictum.

De arbore, quae in alienum agrum translata coaluit et radices immisit, Varus et 

Nerva utilem in rem actionem dabant: nam si nondum coaluit, mea esse non 

desinet.

“In the case of a tree [belonging to me] which has been transferred [by someone 

or through natural forces] to someone else’s field and thrived and let down roots, 

Alfenus Varus and Nerva granted [to me as the owner of the tree who was 

bonae fidei] an actio utilis in rem [against the owner of the field]; but if it has 

not yet taken root, it does not cease to be mine.”

Keywords: accessio, actio utilis in rem, building, exceptio doli, implantatio, 

inaedificatio, rei vindicatio, Roman law, satio, specificatio, t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