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이 은 근자에 法史學硏究 제44호(2011. 10), 제45호(2012. 4), 제46호(2012. 

10), 제47호(2013. 4)에 네 차례에 걸쳐서 실렸던 法學提要(Institutiones Justiniani) 

국문 初譯의 번역문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6세기 동로마의 유스티니아

스 황제가 새로운 법학교재로 편찬하여 법령으로 공포했던 법학제요는 로마법사

료 에서 단일한 통일 인 법률문헌으로는 단연 표 이다. 2세기 때 법학자 던 

가이우스의 法學原論(Gai Institutiones)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후의 법의 변화

를 고려하여 시 에 맞게 편찬한 유스티니아 스의 법학제요는 서양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법률문헌  하나 고, 심지어는 로마법을 계수하지 않았던 국에서조차도 

기본 인 법률문헌으로서 요한 역할을 하 다. 이 원 이 라틴어 원본으로부터 처

음으로 한국어로 완역되었다는 것은 우리 학계의 경사이다. 그러나 아직 일천하고 

문인력이 태부족한 우리 로마법학계의 실상 기존의 의지할 만한 련 연구성과

들이 미미하여 번역에서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들이 발견된다. 

  이곳에서는 모든 번역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인 信·達·雅의 기 에 비추어서 

역을 검토하고자 하 으나, 지면 계상 원문과의 의미상 충실도[信]에 을 둘 수

밖에 없었다. 결과 으로 역에는 면 한 교정 작업이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오식이나, 탈루도 발견되었고, 더러는 원의를 재 하는 데 부 한 문장 구성으로 

불명해진 경우들도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명백한 오해로 인한 오역이 생기기도 하

다. 가능한 한 최선의 안을 제시하고자 하 으나, 모든 번역이 그 듯이 번역자

의 주 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곳에서 제시한 안이 참고가 되

어 향후 더욱 완벽한 번역이 나오고, 그에 따르는 주석본이 완성되기를 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로마 법률용어의 역어에 하여 새로운 검토를 하 다. 몇몇 경우

에는 새로운 역어를 제안하 고, 기존의 역어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그리하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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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서 앞으로 번역어의 선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 다. 그 결과는 말미에 일

람표로 제공하 다. 

주제어: 로마법 , 로마 법률용어, 번역원칙, 법학제요, 법학제요 初譯, 역어, 유스

티니아 스 황제, 주석

I. 머리말

근자에 法史學硏究 제44호(2011. 10), 제45호(2012. 4), 제46호(2012. 10), 제47

호(2013. 4)에 네 차례에 걸쳐서 6세기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새로운 법

학교재로 편찬하여 법령으로 공포했던 法學提要(Institutiones Iustiniani)의 국문 初

譯이 실렸다.1) 로마법사료 중에서 단일한 통일적인 법률문헌으로는 2세기 때 법학

자였던 가이우스의 法學原論(Gai Institutiones)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후

의 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대에 맞게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제요가 단연 

대표적이다. 그런 만큼 법학제요가 완역되었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로마법학계

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두루 법학계 일반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법학제요는 서

양에서는 영미법의 나라였던 영국에서도, 또 초창기 미국에서도 연구와 활용이 많

이 되었던 기본 법률문헌의 하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로마법대전 중 

 1) 성중모,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初譯―제1권의 飜譯과 注釋―”, 法史學硏究, 
제44호(2011. 10), 315-353;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제2권 번역과 注釋
―”, 法史學硏究, 제45호(2012. 4), 127-258;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 
―제3권 번역과 注釋―”, 法史學硏究, 제46호(2012. 10), 547-658;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제4권 번역과 注釋―”, 法史學硏究, 제47호(2013. 4), 183-282.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해당 잡지의 뒤표지에 인쇄된 이 초역의 독일어 제목이 “Die 
Institutionen Justinians. Lateinischer Text und dessen Uebersetzung ins Koreanische”인데, 
아마도 편집자의 실수일 것 같지만, 제1권~제3권의 경우에는 Uebersetzung에서 Ue가 
빠진 채 bersetzung으로 계속 되었고, 게다가 제1권의 경우 권수 표시가 없고, 제2권
은 맨 끝에 ‘das zweite Buch’가 붙었고, 다시 제3권과 제4권의 경우에는 Justinians 다
음에 각각 ‘Bd.3’와 ‘Bd.4’가 붙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것은 사소한 것일
지 몰라도 초역자 자신이나 편집자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글의 말미에 붙인 영문 초록에서는 영문 초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
래 제공된 독일어 제목 대신에 필자가 한글 제목을 따라 임의로 영역한 영문 제목을 
붙였다. 초역자의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상세는 말미의 참고문헌 목록에
서 제시하고 서술 중에는 편의상 筆者名 또는 書名만으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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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학설법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학설휘찬(Digesta)의 부분적인 번역과 소개가 

관련 논문들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실정이고, 최근의 유일한 예외라면 법무부에서 

펴낸 최병조 代表編譯, 한국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 ―민법 제373조~제

407조― (2013)를 들 수 있을 정도인데, 단일한 법률문헌을 통째로 번역하기는 

이 초역이 처음이다. 번역을 담당한 성중모가 “初譯”이라 이름 붙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 初譯은 그 출간의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어려운 작업을 일단락 지은 역자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로마법 원전의 번역에 애써 주기를 바라마지 않

는다. 반면에 번역의 성과에서는 아쉬운 점들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말하자면 이 

初譯은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아직 草譯의 형태를 탈피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이 

글은 이 初譯이 장차 더욱 가다듬어져서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묶여져 속히 독립

된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이 번역의 미흡한 점들에 대한 촌평

을 시도한 것이다. 

무릇 ‘번역이란 반역’이라는 말이 있다. 한 언어의 문장을 다른 언어의 문장으로 

바꾸는 일은 그 성질상 여러 가지 제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첫째로, 두 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공유할 수 있는 어휘가 없는 경우도 많

다. 이것을 가교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법의 영역에서는 특히 제도의 상이

함으로 인하여 번역이 지난한 경우들이 많다. 예컨대 로마의 provincia는 지방의 

행정구역 단위를 표현하는 용어지만, 시대에 따라서 같지 않으므로 그것을 우리말

로 어떻게 재현할지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음사해서 쓰자는 의견도 가

능하지만, 우리말로 “프로빈키아”라고 한들 그 이해가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어서 

결코 득책이 될 수 없다. 또 관직이나 직책 용어인 경우 그 기능을 살려서 번역한

다고 해도 번역하는 사람마다 역어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도 있다. 가령 로마의 consul은 보통 “執政官”이라고도 옮기고, “統領”이라고도 옮

기며, praetor는 “法務官”이라고도 하고 “法政官”이라고도 한다. 이런 일은 비일비

재하다. 다른 법률용어를 예로 들자면, 가령 로마법상 기본용어 중의 하나인 man-

cipatio를 혹자는 “掌握行爲”라고, 다른 이들은 “握取行爲”라고 옮긴다. 

둘째로, 어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도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

하면서 원래 언어의 구조와 어감을 살리기란 역시 지난한 과업이다. 무엇보다도 

의미 전달의 정확성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지만, 법률문장이라고 해서 문장구조

와 그 문학적인 느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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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 언어에 대한 번역자의 통달 정도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역량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번역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은 무수히 많지만, 요컨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번역의 3 원칙, 즉 信ㆍ達ㆍ雅 또

는 忠實ㆍ通順ㆍ與美의 달성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2) 어디까지나 이상이지만 원

문과의 완벽한 일치를 이상으로 삼아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 원문의 내용에 가감

이 없는 번역, 아름다운 번역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역

이란 아무리 잘 된 경우에도 결국은 원문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찰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체로 법률문장은 文彩의 측

면보다는 文意의 측면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일단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文意의 파악은 특히 법률문장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적 내용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승되고 있는 많은 로마법의 방대한 법률문헌들은 ― 적지 않게 아직까지도 그 

해석이 다투어지는 것들을 포함해서 ― 단순한 언어적 해석이 문제된다기보다는 

다루고 있는 법적인 사태(사안)에 관한 이해와 그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통찰을 

요구하는 철저히 전문적인 문헌 장르에 속한다. 그 결과 번역자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되고, 나름으로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번역상 오류가 발

생할 수가 있다. 항시 긴장하여 매사에 신중하게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과 작업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미 번역된 것이 있을 경우, 이것들은 先學들이 제공하는 중

요한 情報源이므로 가능한 한 널리 참조하는 것이 원문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점에서 초역자가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의 번역들을 참조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초역자

는 작업의 맨 앞부분에서 “한글로 옮기면서 주의했던 바는 선입관념의 생성을 억

제하기 위하여 일어역을 가능한 한 참조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일어역 참조

가 정녕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 후에 보았다”3)고 피력한다. 외국 문헌이든 자국 문

헌이든 필요시에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 참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가 언

제인지는 실로 부차적인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언어를 경유함이 없이 라틴

어에서 직접 번역되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4)는 자의식으로 인하여 좀 더 참

조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오류가 걸러지지 못한 결과에 있다고 보인다. 일어

 2) 상세는 董崇選 참조.
 3) 성중모, 法史學硏究, 第44號, 316 n.3.
 4) 성중모, 法史學硏究, 第44號,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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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먼저 보면 선입관념이 생기고, 중국어역이나 독일어역을 먼저 보면 그렇지 

않은지도 의문이다. 자신의 입장만 확실하면, 어디에서 언제 보든 그것을 참고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외국어 번역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말에 맞게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말로는 흉내 내기 어려운 표현 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도 나올 수 있는 참고자료일 뿐이기 때

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원의를 포착했다고 해도, 다른 나라 말

이 아닌 우리말로 재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말의 구조와 어휘가 법학제

요에 사용된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다름은 물론이고, 현대의 다른 나라 말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순수 언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밖에도 전문적인 법률

적 내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일정 정도 해야만 번역문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번역에 따른 주석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결정 역시 번역자의 

몫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학제요의 번역자가 앞에 붙인 해제와 尾註의 형식

으로 부가한 참고내용들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이 촌평에서는 번역 본문

에 대한 것만을 논하고, 尾註 관련한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논하였다. 

번역이란 번역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번역자들이 모

두 내용 면에서 옳게 이해한 경우에도 선호하는 어휘나 문체, 구문의 취사선택 등

은 반드시 같을 수가 없다. 촌평자가 제시하는 견해도 명백히 오역된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여 번역자가 이미 한 것이나 앞으로 할 것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런 점에서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이 대안적 의견이 아울러 고려가 되어서 장차 

더 나은 번역본이 탄생하는 데 일조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II.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남의 번역을 검토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는 너무나 많다. 이곳에서는 법률

문헌의 특성을 감안하여 文意의 정확한 전달[信]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촌평을 

하고자 한다. 고려할 점들은 크게 첫째로, 촌평자가 보기에 명백한 오역에 해당하

는 경우, 둘째로,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번역문만 볼 때면 (어휘의 선택이나 구문 

구조상) 오해할 수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 셋째로, 기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지적

할 점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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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요의 순서에 따라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촌평자에게 생각나는 것들을 ― 로

마 법률용어의 역어에 대한 몇몇 제안을 포함하여 ― 이런 저런 방식으로 지적하

기로 한다.

【일러두기】 

  편의상 법학제요의 卷(liber)은 I ~ IV, 章(titulus)과 項(§)은 1, 2, 3 …, 그리고 

項 에서 序項(principium)은 pr로 표기하고, 이어서 해당 잡지의 면수는 /000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컨  제3권 제3장 제4항은 法史學硏究 제46호의 

572~573면에 걸쳐 있는데, 가령 그 항의 마지막 문장이 지시되는 경우 III.3.4/573

과 같이 표시되는 것이다. 게재 잡지의 호수는 생략한다. 왜냐하면 I은 제44호, II

는 제45호, III은 제46호, IV는 제47호에 각각 해당하기에 굳이 이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C. = constitutio (칙령)의 약호이다. s.v. = sub voce ~ : ~ 표제어 하에.

  그리고 성 모의 번역문을 먼  소개한 다음 ➜에 이어 평자의 안 번역을 

제시하되, 비교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원문의 해당 부분을 初譯文

에 앞서 인용하기로 한다. 평자의 련 의견은 안 번역문 뒤에【  】를 써서 

제시하 다.

   

1. 법학제요 제1권

【법학제요라는 번역 서명과 관련하여 심사자③은 ｢가이우스의 Institutes는 법학 

“原論”이라고 번역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발간된 Institutes는 법학 

“提要”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어차피 Institutes는 “초보자

를 위한 교육용 교재”라는 뜻이므로 “법학입문서”, “법학교재”, “법학입문교재”라

는 번역이 비록 소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더 [낳]<낫>지 않을까? 법학“제

요”라는 말(sound)을 귀로 듣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이제

는 극소수인 시대가 되었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esoteric 하게 

들리는 번역어(“제요”)를 고집한다면, 로마법은 젊은 학도들로부터 점점 외면될 여

지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가이우스의 책과 유스티니

아누스 황제의 것은 서로 법적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전

자는 私撰의 법학입문교재이고, 후자는 법령으로 공포된 公文獻이기 때문이다. 그

런 점에서 후자는 그런 제목을 가진 역사상 유일한 문헌이고, 이를 특정하여 반영

하기 위한 것이 오늘날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러나 엄연히 국어사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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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있는 표준 어휘인 ‘제요’를 활용한 ‘法學提要’인 것이다. 더욱이 이 역어는 동양 

3국이 오래 전부터 공통으로 慣用하는 것이어서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

기할 뿐이다. 일반적인 법학입문교재에 속하는 가이우스의 책을 어떻게 부를 것인

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종래 이 경우에도 ‘법학제요’라는 동일한 역어가 사용되었

으나, 다른 법률가들(Florentinus, Callistratus, Paulus, Ulpianus, Marcianus 등)도 집필

했던 이런 일반 法書의 경우까지 굳이 ‘법학제요’라고 하는 것은 유스티니아누스의 

것과 구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

자③의 견해대로 ‘법학입문서’, ‘법학교재’ 혹은 ‘법학입문교재’라고 부르는 것은 적

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용어는 보통은 일정한 종류의 책을 분류하여 지

칭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책에 ‘법학개론’

이나 ‘법학통론’이나 ‘법학원론’이라는 제목을 붙여왔다. 이것들 사이에 나름 약간

씩의 개념적－내용적 차이가 고려될 수 있다면, 가이우스를 포함한 로마 법률가들

의 책은 이것들 중에서는 ‘法學原論’이 가장 적실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역어를 

택한 것이다(후술 각주 20) 참조). 그리고 말하자면 ‘역사적 고유명사’로 선택한 ‘법

학제요’라는 이름이 경직된 한글 전용 정책의 결과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게 된 세

대에게 다소 생소하다고 하여 법학도들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은 좋은 읽을거리가 태부족한 형편이어서 

법학제요를 포함하여 로마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그렇다고 생각된다. 

번역의 문제가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법학제요 반포 칙령은 라틴어 문서의 예에 따라 그 본문의 첫 단어를 취하여 

Constitutio Imperatoriam이라고 인용한다. 따라서 번역에서도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도록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쟁과 평화의 …”로 시작하기보

다는 “황제의(Imperatoriam) 위엄은 …”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

고 초역을 보면 이 반포 칙령에 項(§)을 표시하는 일련번호가 빠져 있다. 보완할 

일이다.】 

(1) C. Imperatoriam § 3/323: ut liceat vobis prima legum cunabula non ab anti-

quis fabulis discere, sed ab imperiali splendore appetere, et tam aures quam animae 

vestrae nihil inutile nihilque perperam positum, sed quod in ipsis rerum optinet argu-

mentis, accipiant, … 즉 너희들에게 법률의 첫 요람을 옛 [꾸며진] 이야기로부터 

배우지 않고 황제의 광채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귀와 마음이 無

用한 어떤 것이나 잘못 놓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다만 사안들에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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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을 취하도록 … 하라. ➜ 즉 貴 學徒들이 初學徒用 법학원론을 장황한 옛 論
說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이 光彩에서/光亮한 이 敎材[=법학제요]에

서 구하고, 그대들의 耳目과 정신이 쓸모없는 것과 순서가 어긋난/체계에 맞지 않

는 것은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객관적 논거들에 기초한 것만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cunabula는 문자 그대로 ‘요람’으로 옮기기5)보다는 문맥을 살린 번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해의 관건은 이어진 § 4/324: ‘totius legitimae scientiae pri-

ma elementa’(초역: “전체 법학의 첫 요소들”)가 제공한다. 더 상세한 정보는 

C.1.17.2.11 Imperator Justinianus (a.533)가 제공한다: … quatenus libris, quos vet-

eres composuerunt, qui prima legum argumenta continebant et institutiones vocab-

untur, separatim collectis, quidquid ex his utile et aptissimum et undique sit eli-

matum et rebus, quae in praesenti aevo in usu vertuntur, consentaneum invenitur, 

hoc et capere studeant et quattuor libris reponere et totius eruditionis prima funda-

menta atque elementa ponere, quibus iuvenes suffulti possint graviora et perfectiora 

legum scita sustentare. … Prima elementa란 결국 더 중요하고 더 완벽한 고등 법학

공부의 초석이 되는, 맨 먼저 배우는 법학의 기초, 즉 원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

시부/324에서 institutiones와 elementa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

를 잘 알 수 있다. 이미 prima란 수식어에 시간적 관점이 드러나 있지만, 여기에 

cunabula가 가지는 분명한 시간 차원6)을 덧붙이면, 결국 prima legum cunabula는 

‘초학도용 법학원론’을 의미하는 것이다.7)

또 이러한 비유 어법과 동시에 詔勅의 樣式에 부합하게 매우 과장된 표현방식

이 사용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과장일지라도 어쨌든 이곳에서 

fabulae = “A fictitious story or report, tale, fiction”8), 즉 ‘虛構’의 의미가 아닌 것

은 확실하다. 더욱이 ‘옛 이야기’와 ‘옛 꾸며진 이야기’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 ]를 써서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해의 관

건은 대비되고 있는 대목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 fabula

 5) OLD, s.v. cūbābula, 1 (p.471): “A cradle.”
 6) OLD, s.v. cūbābula, 1b (p.471): “the cradle (as a symbol of infancy), one’s earliest 

years.”
 7) 同旨 Dirksen, s.v. Cunabula (p.235): “Origo, fons. I. Sy. Prima elementa (legitimae 

scientiae).”
 8) OLD, s.v. fābula1, 3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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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utile, perperam positum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인 것이 드러난다. 유사한 어법

은 D.5.4.3 (Paulus libro 17 ad Plautium: … ideo nam multa de huiusmodi re tam 

varia et incredibilia creduntur, ut fabulis adnumerentur. …)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보면 fabula = “fabularis narratio, in qua multa falsa & minime vera, referuntur”9)로 

이해하는 견해나, fabula = “Tractatus obscurior”10)로 보고자 하는 견해나 ― 이런 

견해에 따라 좀 더 과장한다면 空論空談ㆍ虛論閒譚(한담)ㆍ屑話妄論(설화망론) 

같은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 모두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다. 왜냐하면 초학도를 

위한 소재가 아닌 어려운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는 논설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그릇되었거나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로마법률가들의 법학논고들이 학생용 교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무의 다

양한 법률문제들에 대한 실천법학의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어떤 것은 심

지어 학업이 상당히 진척된 후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고난도의 것이기도 하였

을 것이므로, 초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inutile, perperam positum일 것들이 많았을 

것은 자명하다. 법학교육의 개혁을 시도하고, 새로운 원론서 교재를 만든 황제의 

자의식이 초학도에게 꼭 필요한 요점만을 명쾌하게 서술하였다는 점(“光彩”)을 강

조하려고 이전의 모든 논설들을 fabulae라고 이를테면 ‘낙인’ 찍은 것일 뿐이므로, 

우리까지 그것들이 실제로 그러한 fabulae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C. Imperatoriam § 3/323: Triboniano, viro magnifico 훌륭한 남자 트리보니아누

스; Theophilo et Dorotheo, viris illustris 高名한 남자들 테오필루스와 도로테우스; 

§ 4/324: virum excelsum Tribonianum 훌륭한 남자 트리보니아누스; viros illustres 

高名(한) 남자들; 말미/324: Tribonianum virum excelsum 탁월한 남자 트리보니아

누스; Theophilum virum magnificum 훌륭한 남자 테오필루스; Dorotheum virum 

magnificum 훌륭한 남자 도로테우스; l I.5.3/329: Triboniano, viro excelso 탁월한 

남자 트리보니아누스; II.8.2/173: Triboniani, viri eminentissimi 탁월한 남자; 

II.23.12/243: Tribonianus vir excelsus 탁월한 남자 트리보니아누스; IV.4.10/215: 

viri illustres 輝官 계층 ➜ 

【우선 excelsus가 “훌륭한”과 “탁월한”으로 상이하게 번역되었고, magnificus와 

excelsus가 모두 “훌륭한”으로 번역되고, excelsus 외에 eminentissimus도 “탁월한”

으로 옮겨져서 異語異譯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일반적

 9) Kahl, s.v. FABULA (p.599).
10) Dirksen, s.v. Fabula, §.2.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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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꾸밈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거명된 인사들처럼 당시 고위직 인사에게만 사용되

던, 말하자면 品階를 표시하던 이 명예스러운 호칭들(榮譽呼稱: honorifics)의 어감

이 살아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해의 소지마저 남길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

스 황제 시 문무관의 기본적 5 품계는 위로부터 illustres (輝官), spectabiles (華官), 

clarissimi (顯官), perfectissimi (靖官), egregii (善官)이었다. 이 중 앞의 셋은 원로

원의원을 구성하는 계층으로 말하자면 堂上官, 나머지는 堂下官에 비할 수 있다. 

로마법대전의 전형적인 지방수령이었던 道伯(praeses provinciae)은 clarissimus였다. 

이 중 illustres에 대해서는 또한 ― 원로원의원 계층의 榮譽呼稱 개혁을 통해 지배

계급 내부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황제의 정책의 결과11) ― 점점 더 과장된 거

창한 偉容의 칭호가 나란히 사용되었는데, 주로 탁월(卓越)하고, 초탁(超卓)하고, 

수위(秀偉)하고, 걸출(傑出)하고, 영요(榮耀)하다는 讚辭의 어휘들이 최상급으로 

많이 쓰였다(sublimissimi, excellentissimi, magnificentissimi, eminentissimi, glori-

osissimi).12) 이것들은 옛날의 궁정 분위기를 살린다면 가령 “偉祿大夫 또는 偉德

大人”(vir magnificus), “輝祿大夫 또는 輝德大人”(vir illustris), “崇祿大夫 또는 崇

德大人”(vir excelsus), “卓祿大夫 또는 卓德大人”(eminentissimus) 등과 같은 표현

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이외에도 황제가 이들 高官들을 2인칭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인칭대명사(Tu) 대신에 우월성을 표현하거나 훌륭한 자질을 표

현하는 다양한 형용사(가령 sublimis, laudabilis)와 명사들(가령 amplitudo, sinceritas)

을 2인칭형용사 tuus와 일정하게 결합한 형식이 관용되었다(예: magnitudo tua, 

gravitas tua).13) 그러므로 역어 선정에서도 이러한 당시의 사정들이 모두 고려된 

적절한 역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제시한 역어들은 초역자도 

일부 사용한 輝官ㆍ華官ㆍ顯官(일본인 학자 시바타 미츠조오의 역어14))을 제외하

면 모두 촌평자의 새로운 제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viri illustres를 ‘貴人’으로 번역

하는 것15)도, 이 용어가 일반용어이다보니, 그 궁정사회의 맥락도, 또 서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고위직들과의 차이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마땅하지 

11) 황원호, 서양사론, 제119호, 248-253; 270.
12) Sintenis, s.v. Illustres (p.1044ff.); Berger, s.v. Clarissimus (p.390); s.v. Egregius vir 

(p.451); s.v. Illustris (p.491f.); s.v. Perfectissimus (vir) (p.627); s.v. Spectabilis (p.712); 
상세는 Jones, I, 523ff. + II, 1220ff. (notes).

13) 상세는 Mathisen, 179ff. (특히 184-187 및 203-205의 실태 도표 참조).  
14) 柴田光藏, s.v. clarissimus 顯官 [p.58]; illustres 輝官 [p.155]; spectabilis 華官 [p.331].
15) 남성현, 法史學硏究, 第44號, 293: “‘귀인’(貴人, viri illustres)의 항렬에 있던 최고 엘리

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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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연구자 중에는 이들 영예호칭들을 그냥 音寫하여 ‘일루스트레스’, ‘스펙타빌

레스’, ‘클라리시미’, ‘마그니피쿠스’, ‘글로리오수스’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보인다.16) 가장 便易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득책일지는 의심

스럽다.】

(2) C. Imperatoriam § 7/324: Summa … ope et alacri studio 최고의 힘과 유쾌한 

탐구로써 ➜ 全力을 다한 明敏한 탐구로써. 

【alacer = “Moving nimbly or briskly, lively, active. b (of movements, actions) 

quick, brisk”17)와 alacer = “Enthusiastic, eager, keen. c (of feelings, actions, activities, 

etc.)”18) 중에서 학업 활동에 관한 이 문맥에서는 아무래도 후자가 더 적합하다.】

같은 곳: domino nostro Iustiniano perpetuo Augusto tertium consule 우리 주 유스

티니아누스 영원히 숭고한 자에 의하여 [그의] 3번째 집정관 재직 중 ➜ 우리의 

군주 유스티니아누스 영구히 존엄한 자의 제3 집정관 시.

【Consul의 역어 관련해서는 후술 각주 81) 참조.】

같은 곳: DOMINI NOSTRI IUSTINIANI PERPETUO AUGUSTI 우리 주 유스티

니아누스 영원히 숭고한 자의 ➜ 우리의 군주 유스티니아누스 영구히 존엄한 자의. 

【C. Imperatoriam 개시부/323: ｢IN NOMINE DOMINI NOSTRI IESU CHRIST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와 구별하기 위하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경

우에는 ‘주’ 대신에 ‘군주’로 하면 어떨까 싶다. Dominus는 神이나 神的 存在에만 

해당하던 語詞가 아니므로19) 맥락에 따라 역어를 선정하면 될 것이다.】

(3) 개시부/324: INSTITUTIONUM SIVE ELEMENTORUM 제요 또는 기초의 ➜ 

提要 또는 原論의.20)

(4) I.1.2/325: aut cum magno labore eius, saepe etiam cum diffidentia, quae ple-

rumque iuvenes avertit, serius ad id perducemus ad quod leniore via ductus sine mag-

16) 황원호, 서양사론, 제119호, 249-250 및 곳곳.
17) OLD, s.v. alacer, 1 (p.92).
18) OLD, s.v. alacer, 2 (p.92); Kahl, s.v. ALACER (p.91): “praesente animo est, ac sensibus 

non turbatis, non refragantibus. Aliud ergo est laetus, aliud alacer.”
19) OLD, s.v. dominus, 3 (p.571): “A supreme ruler, sovereign, lord, despot. b (applied to 

gods).”; Dirksen, s.v. Dominus, §.2. (p.302): “Titulus honoris et venerationis, tam numini 
supremo, quam Principi et personis domus Augustae, aliisque dignitate conspicuis adfectuve 
nobis devinctis, adtributus.”

20) Dirksen, s.v. Institutio, §.3. (p.483): “Institutiones, i.e. Commentarii, doctrinae elementa 
continentes. I. Sy. Elementa.”



264   서울 학교 法學 제55권 제1호 (2014. 3.)

no labore et sine ulla diffidentia maturius perduci potuisset. 아니면 [마음이] 부드러

운 길로 이끌려 큰 수고 없이 또 어떠한 불신 없이도 더 신속히 이끌려 질 수 있

는 것으로, 그(마음)를 크게 勞苦스러운 상태에서 －종종 또한 다수의 젊은이들을 

회피시키는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천천히 이끈다. ➜ 아니면 우리는 

그를, 그가 더 편한 길로 인도되면 큰 勞苦 없이 그리고 어떠한 疑懼心도 없이 더 

일찍이 이끌어졌을 것으로, 그(자신)의 큰 노고 하에, 흔히는 또한 젊은이들을 자

주 염증 나게 하는 의구심 하에, 더 늦게 이끌 것이다. 

【diffidentia란 ‘자기신뢰의 결핍’을 의미한다.21) 반면에 ‘불신’이란 보통은 ‘타인

에 대한 신뢰의 결여’를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善解할 수

도 있으나, 어쨌든 이 점에서 초역은 일단은 애매하다.】

(5) I.1.4/325: collectum est enim ex naturalibus praeceptis aut gentium aut 

civilibus. 즉 사법은 자연의 또는 민족들의 또는 시민들의 계명으로 모여 있다(구

성되어 있다). ➜ 즉 私法은 자연법과 萬民法과 시민법의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6) I.2.2/326: nam usu exigente et humanis necessitatibus gentes humanae quaedam 

sibi constituerunt. 즉 구속력 있는 관행과 인간적 필요에 의하여 어떤 민족들은 자

신들에게 [만민법을] 제정하였다. ➜ 즉 有益의 요구와 인간 삶의 필요들에 따라 

제 민족은 자신들을 위하여 일정한 법제도들을22) 정립하였다. 

【이 대목과 같은 문장은 그 내용적 취지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그 내용적 이해가 이리저리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번역이 달

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역은 그러나 이 문제에 앞서서 문장 자체에 대한 

문법적 오해가 발생하였다. quaedam은 gentes humanae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con-

stituerunt의 목적어인 것이다(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결과 목적어로 ‘만민법’

을 보충하였다). 그 결과 초역문의 ‘어떤 민족들’과 ‘만민’법은 내용적으로도 서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것은 앞부분이다. 문맥상 이 

앞부분은 만민법이 성립하게 된 까닭을 밝힌 것이다. 그중에서 전자, 즉 usu ex-

igente를 ‘구속력 있는 관행’으로 새기게 되면 이는 결국 관습법이 될 터인데, 그렇

다면 별도로 ‘제정’이 불필요하다. 또 관습법은 적어도 상당 부분이 각 민족에 특

수한 형태일 것이므로 인류 보통법(ius commune: D.1.1.6)인 만민법과 결부시키기

21) OLD, s.v. diffīdentia (p.540): “Lack of confidence, diffidence, distrust”; Dirksen, s.v. 
Diffidentia (p.284): “Defectus fiduciae.”

22) Gneist, ad h.l. (p.7)의 보충: “quaedam [i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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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후자, 즉 humanis necessitatibus와의 관계에서 전자는 ‘인

간적 필요’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사회적 실태에도 어긋난다. 

촌평자가 보기에는 여기서 usus는 utilitas의 뜻이다.23) Vinnius는 이를 설명하는 예

로 교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화폐가 발명된 것(D.18.1.1)을 든다.24) 더욱

이 exigere에는 ‘구속력 있다’는 의미는 없다.25) necessitas의 이해와 관련해서도 한 

주석의 改述이 참고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humanis necessitatibus = ‘humana ne-

cessitate requirente’(“인간의 필요가 요구하여”)라고 새긴다.26) 본격적인 해석에 돌

입하자면 이제 usus와 necessitates의 상호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것

이다. 적어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후자가 필요비와 같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전자는 유익비와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서 더 나

아가서 이것을 근거로 만민법을 1차적 만민법(ius gentium primarium / primaevum)

과 2차적 만민법(ius gentium secundarium / secundaevum)으로 개념범주화하는 것

이 타당하고 또 필요한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27)】 

(7) I.2.6/326: cum lege regia, quae de imperio eius lata est, populus ei et in eum 

omne suum imperium et potestatem concessit 그(원수)의 대권에 관하여 제정된 왕

법으로써 국민이 그에게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그(국민)의 대권과 권한을 양도하

였기 때문이다. ➜ 그(황제)의 大權에 관하여 제정된 王權法으로써 국민이, 그에게 

그리고 그가 가지게, 자신의 모든 대권과 권한을 委讓하였기 때문에. 

【ei et in eum은 일찍이 “많은 박식한 학자들이 대논쟁을 벌이면서 걸려 넘어”

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의논이 분분했던 부분이다.28) 궁극적으로는 lex regia

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 하는 실질의 문제로 귀결되겠지만, 이곳에서는 이 문제

는 거론하지 않고 다만 언어적인 해석의 가능성만을 논하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23) OLD, s.v. ūsus, 11 (p.2112): “Potential for use, value, utility.”
24) Vinnius, ad h.l., Notae. Usu exigente.] (p.16).
25) OLD, s.v. exigõ (p.642f.).
26) Augustin, ad I.2. §. Jus autem gentium (p.459).
27) 同旨 가령 Vinnius, ad h.l., Notae. Necessitatibus humanis.] (p.16); Commentarius. Usu 

exigente.] (p.17): “Primarium enim non ab hominibus excogitatum aut introductum est, 
sed nobis ingenitum. … Secundarium autem … ab hominibus inventum est & mentis 
quadam agitatione, comparatis inter se aliis atque aliis rebus, excogitatum ad communem 
vitae usum retinendamque gentium inter se societatem.”; 반대 가령 Zoesius, ad h.l., 
Commentarius. n.6 (p.15). 

28) Otto, ad h.l., n. (5., [p.40]: “Cespitant vero alii viri doctissimi, magna animi 
concertat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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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졌던 대권을 그에게(ei) 맡기되[委] 그 결과 그 대권이 그에게 귀속하도

록(in eum) 넘긴다[讓]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국민이 더 

이상 대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해29)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촌평자는 전에는 in 

eum을 “그를 상대로”로 옮겼다.30) ei와 그 의미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취지를 중복을 통하여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31) 그러나 이곳에서

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in eum에 결과적 귀속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달리 번역해 본 것이다. 그에 따라 동사도 “양도”에서 “위양”으로 바꾸었다. 대부

분의 학설은, 일부 왕권법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예들도 보이지만,32) 국민이 

황제에게 그 imperium을 위양해서 이제 그것이 황제에게 있(고, 그래서 칙법이 다

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만을 ― 법학제요의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든지, 아

니면 달리 표현함으로써 ― 서술할 뿐,33) ei와 in eum의 異同에 대해서는 말이 없

다. 학설휘찬에 실린 동일한 텍스트(D.1.4.1.pr)에 대한 주석도 모두 이와 같다.34) 

이러한 전통은 이미 테오필루스의『법학제요 그리스어 改述』(Institutionum Graeca 

Paraphrasis)에서도 드러난다: βασιλεύς ἐστι ὁ τὸ κράτος τοῦ ἄρχειν παρὰ τοῦ 
δήμου λαβών (princeps est qui imperium a populo accepit).35)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이러한 서술은 이미 가이우스에게서도 발견된다. Gai. I.5: Constitutio principis 

est, quod imperator decreto uel edicto uel epistula constituit. nec umquam dubitatum 

29) Vinnius, ad h.l. n.1 (p.21f.): “Lege regia ius omne populi privative in Principem 
translatum”; Westenberg (1), I.2, n.32 (p.4f.): “et quidem privative”; Westenberg (2), ad 
D.I.4, § 2 (p.22): “(et quidem privative)”.

30) 최병조, 法史學硏究, 第45號, 38f.
31) 同旨 Vinnius, ad h.l., Ei et in eum] (p.21): “Probabile est, populum his verbis in formula 

legis usum ad ostendendam enixam suam voluntatem omne imperium suum παντελῶς 
transferendi. Fabrot.”; Corpus Iuris Civilis I, ad h.l. (p.4) 및 II, ad D.I.4.1.pr (p.117): 
“diesem und auf diesen”; Digest of Justinian, ad D.I.4.1.pr: “to him and into him”.

32) 가령 Biccius, ad I.4, n.1 (p.8); Perezius, ad D.I.4 (p.11f.); Brunnemannus, ad L. Quod 
principi.1.pr (p.15); de Montvalon, ad D.I.4 (p.6f.).

33) 가령 van Eck, Thes. XVIII (p.5): “summa … potestate … in Augustum, ejusque 
successores translata”; Huberus, ad I.2 n.30 (p.8): “Lex Regia … dedit Principibus … 
hanc potestatem”; Heineccius, ad D.I.4, § CVI (p.28): “Quum enim lege regia populus 
omne illis (sc. principibus) ius detulisset”; Moyle, ad h.l.: “the people having conferred 
on him all their authority and power by the ‘lex regia’”; Lee, ad h.l. (p.45): “since by 
the lex regia … the People has made over to him all its own sovereignty and power”.

34) 가령 Vacca, ad D.I.4 (p.55 lin.28); Zoesius, ad D.1.4, n.2 (p.35); Voet (1), ad D.1.4, 
n.1 (p.23); Corvinus, ad D.1.4 (p.19).

35) Theophilus, h.l.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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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quin id legis uicem optineat, cum ipse imperator per legem imperium accipiat.36) 

이렇게 보면 결국 ei et in eum은 二詞一意(hendiadys)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兩詞의 각각의 어감을 살려보고자 한 것이다. 같은 취

지의 C. Deo auctore § 7 (“Cum enim lege antiqua, quae regia nuncupabatur, omne 

ius omnisque potestas populi Romani in imperatoriam translata sunt potestatem”)은 

in의 목적어가 완전히 다른 문장 구성으로 인하여 우리 텍스트의 해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가능한 해석은 ei = pro eo, in eum = contra eum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

여 imperium의 委讓이 황제에게 그를 위한 측면, 즉 권력ㆍ권능ㆍ권한과 그에 따

르는 제약적 측면, 즉 책무ㆍ책임의 양면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설명으로 새기는 

것이다.37) 그러나 법이론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이 해석은 왕권법의 현실태에 부합

하지 않는다. 가령 전승되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왕권법(lex quae dicitur de imperio 

Vespasiani, a.69-70)을 보면 권능의 확인(facere licere)과 법률적 구속의 면제

(legibus solutus)의 측면만이 성문화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facere liceat … 

/ … facere liceat … / … ei  agere facere ius potestasque sit … / … iis legibus ple-

bisque scitis imp(erator) Caesar Vespasianus solutus sit … / … ea omnia imp(era-

tori) Caesari Vespasiano Aug(usto) facere liceat … 38)

이런 이유에서인지 in eum을 in se로 새기는 견해가 있었다.39) 이렇게 새기면 

“ei et in eum omne suum imperium ~”은 국민이 “그[황제]에게, 그것도 자기[국민] 

36) 이러한 설명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는 가령 Voet (2), ad Inst.I.2. (p.537): “Princeps est, 
qui imperandi potestatem à populo accepit.” 

37) 가령 Cujacius: “ei principi, & in eum principem”; 이미 Accursius: “ei principi, quoad 
honorem (sc. ut esset dominus populi & legum), & in eum, quoad onus (sc. ut 
Rempubl. gereret)”. a Costa, ad h.l., Ei & in eum) [p.25]에서 재인용.

38) Riccobono, n.18 (p.154ff.). 참고로 중국에서는 lex regia를 ‘諭令權法’이라고 옮긴다. 
徐國棟, 13ff.

39) Hotomanus, ad h.l., ET IN EVM (p.17): “Sic interpretor ut Theophilus Etiam in se”; 
Wesenbecius, ad D.I.4 (p.24): “in eum (phrasin ipsius legis haec verba fuisse arbitror, 
quâ in eum ipsum populum scilicet potestatem principi fuisse concessam Theoph. in 
Inst. indicat)”; a Costa, ad h.l., Ei & in eum) [p.25]: “Si quid mei judicii est, intelligi 
voluit Ulpianus ei principi, & in eum populum” 등이 그런 견해였다. 이 견해는 
imperium이 행사되는 상대방을 표현할 때 in이 사용되는 어법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가령 D.36.1.13.4 Ulpianus 4 fideicommissorum: … Et dicendum est praetorem quidem 
in praetorem vel consulem in consulem nullum imperium habere …). 그러나 곧 지적하
듯이 eum을 se와 동일시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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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모든 자신[국민]의 대권을 ~” 하는 식으로 번역이 될 터인데, 의미상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문법적으로도 eum과 se를 혼용

하는 것은 특히 후기 이후 중세 라틴어에서나 심심찮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울피아

누스의 글에서 추정할 것은 아니므로 취하기 어렵다.40) 

아울러 ‘委’자가 나온 김에 이 한자가 사용된 역어 하나를 더 검토하기로 한다. 

그것은 “加害者委付”(noxae deditio)이다. 이에 대해 “加害者引渡”라는 역어를 쓰

기도 하는데,41) 단순히 점유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다는 점에서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낫다.】  

(8) I.2.7/326: plane ex his quaedam sunt personales, quae nec ad exemplum tra-

huntur, quoniam non hoc princeps vult 확실히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원수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로서 들어질 수 없는 一身적인 것이다. ➜ 확실히 이 중에서 어

떤 것들은 一身專屬的이고 그래서 또한 格例로 삼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황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곳/327: Praetorum quoque edicta non modicam iuris optinent auctoritatem 법

무관 고시도 더 적지 않은 법의 권위를 획득한다. ➜ 法政官 告示도 결코 작지 않

은 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보통 권위는 多少가 아니라 大小로 표현한다.】

(9) I.2.7/327: quod qui honorem gerunt, id est magistratus, auctoritatem huic iuri 

dederunt. 명예직을 수행하는 어떤 이, 즉 정무관직이 이 법에 권위를 주기 때문에 

➜ 명예직을 수행하는 이가, 즉 정무관이 이 법에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10) I.2.8/327: iura condere 법의 제정 ➜ 법의 정립. 

【학설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제정이란 語詞는 부적절하다.】

(11) I.2.9/327: Ex non scripto ius venit, quod usus comprobavit. 不文으로부터 관

행이 승인한 법이 온다. ➜ 不文/不成文으로도 법이 성립하는데, 관행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12) I.2.10/327: Et non ineleganter in duas species ius civile distributum videtur. 

시민법이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 非端雅10)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 그리

고 시민법은 아주 精妙하게/적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ineleganter는 distributum을 꾸미지 videtur를 꾸미지 않는다. 그리고 非端

40) Vinnius, ad h.l., Ei & eum] (p.21)도 이에 대해 정당하게도 비판적인 견해이다.
41) 玄勝鍾/曺圭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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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에 대한 각주 10)에서 이것을 ‘緩敍法litotes’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대목은 

오히려 曲言法 중 反語法類에 속하며,42) 형식은 弱小化(understatement, belittling, 

lessoning, μείωσις, diminutio, extenuatio)이지만 표현에 변화(variation)를 기하려

는 것이 아니라(번역자의 예: non nulli = nonnulli = “몇몇의”, 즉 aliquot), 효과를 

아주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효과의 차이는 구사된 대상을 받아들이

는 聽者나 讀者의 그 대상에 관련된 知的인 지평과 관계가 있다.43) 라틴어문에

서 이러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non raro = saepissime; non parvus = ma-

ximus; non sine = cum; non parum = satis.44) 그리고 초역자는 이러한 litotes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호메로스, 일리아스 24, 186도 인용한다. 그러나 수사 기법이

란 문학작품과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45) 로마법 

문헌을 설명하는 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non ineleganter가 로마법률가

들에 의하여 두루 사용되었으며―Iulianus (D.28.5.43), Africanus (D.34.2.2), Valens 

(D.36.1.69.pr Octavenus에 대해), Papinianus (D.31.66.1), Paulus (D.35.1.81.pr; D.46.

3.8 Pomponius에 대해; D.50.16.25.1: Servius에 대해), Ulpianus (D.4.4.3.1: Celsus에 

대해)―, 특히 그것이 실증주의적 법학을 추구했던 세르비우스와 켈수스의 개념법

학적 예리함에 대한 지적을 필두로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사용되다가, 후에는 유

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도 활용되었음(C.11.48.2.3 [a.531]; C.6.51.1.9 [a.534])

을 지적하는 쪽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냥 eleganter가 사용된 경

우들을 살펴봐도 드러난다. 로마의 법률가들이 그 논리의 예리함46)을 가장 빈번하

게 지적하였던 것은 켈수스와 폼포니우스의 경우였다: Labeo (Ulp. D.2.14.7.10) ― 

42) Cf. 金潤涉 編著, 166; 李明燮 編, s.v. “과장법과 줄여말하기”, 39ff.; 김병옥 외, s.v. 
“곡언법”, 267; 조빈스키, 206; Lausberg, §§ 586-587 (p.304).

43) Scheller, p.88: “Litotes i.e. quae minus dicere videtur, quam intelligi vult, s. apertius: quae 
rem minuere videtur, at profecto rem auget maioremque reddit: … Hinc litotes non quadrat, 
nisi de re et homine notissimo. Hinc si dicis: Croesus non pauperrimus, Cicero non infimus 
orator fuit, facile peritis litotes patet. At si coram imperitis diceres: Cicero war kein 
schlechter Redner, Crassus war nicht arm; frustra diceres: quia auditores haec verba 
proprie sumerent.”

44) Menge, Rn.550.7) [p.380]; 또한 Rn.485.Anm. [p.325].
45) Landfester, p.94f.
46) OLD, s.v. ēlegans, 5 (p.598): “(of learning) Minute, exact; (of a distinction) fine, 

subtle”; s.v. ēleganter, 4 (p.598): “(in jurists, used in introducing some legal refinement) 
With a nice discrimination.”; Dirksen, s.v. Eleganter (p.317): “Subtiliter, Concinne”; cf. 
Berger, s.v. Eleganter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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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va (Ulp. D.32.52.7) ― Sabinus (Ulp. D.18.2.4.5) ― Neratius (Ulp. D.10.4.3.11) 

― Pedius (Ulp. D.2.14.1.3; D.15.1.9.4) ― Aristo (Ulp. D.2.14.7.2) ― Celsus (Ulp. 

D.1.1.1.pr; D.3.5.9.1; D.4.8.21.11; D.7.2.1.3; D.10.2.18.4; Fr.Vat.77) ― Iulianus (Ulp. 

D.5.1.2.5; D.7.2.1.3; D.21.2.21.1; Fr.Vat.77) ― Pomponius (Ulp. D.4.2.9.1; D.4.3.7.p

r; D.9.2.41.1; D.12.6.23.pr; D.17.1.19; D.17.2.14; D.24.3.14.1; D.47.2.7.1) ― Gaius 

(D.2.2.4) ― Maecianus (Ulp. D.36.1.17.6) ― Marcellus (Ulp. D.13.1.12.pr; D.13.1.1

2.1; D.29.2.40) ― Papirius Fronto (Marcianus D.15.1.40.pr) ― Scaevola (Ulp. D.29.

5.1.12; D.29.5.3.30; D.37.8.1.16) ― Papinianus (Ulp. D.18.3.4.2). 그밖에 법률가가 

특정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Gai. D.22.1.19.pr: eleganter computabitur ― Ulp. D.

2.14.10.pr: eleganter tractatur; D.10.3.7.13: eleganter dicitur; D.13.7.24.pr: Eleganter 

apud me quaesitum est; D.16.3.1.33: Eleganter apud Iulianum quaeritur; D.24.1.7.4: 

Eleganter tractabitur; D.25.3.1.10: Eleganter … apud Iulianum … quaeritur; D.35.2.82: 

unde eleganter dicitur; D.39.2.15.28: Eleganter quaeritur; D.40.5.30.14: Eleganter quaeri 

potest.】

같은 곳: in his enim civitatibus ita agi solitum erat, ut Lacedaemonii quidem 

magis ea quae pro legibus observarent memoriae mandarent, Athenienses vero ea 

quae in legibus scripta reprehendissent custodirent. 즉 그 국가들에서 라케다이모니

아인들은 실로 법률로서 준수되는 것을 더 기억에 맡겼고, 아테나이인들은 그러나 

법률에 쓰여 포착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행되었다. ➜ ~ 

[reprehendissent]<comprehendissent> custodirent. 즉 이들 국가들에서는 일이 이렇게 

처리되었는바, 곧 라케다이모니아人들[스파르타]은 그들이 법률로 준수하는 것들

을 차라리 (성문의 법률이 아닌) 기억에 맡겼던 반면에, 아테나이人들[아테네]은 

법률로 성문화하여 포착한 것을 지켰던 것이다. 

【초역자의 번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 정정을 받

아들여서 전승된 reprehendissent 대신에 comprehendissent로 바꿔줘야만 하는데, 初

譯의 경우 이와 같은 필수적인 訂正에 대한 지시가 아무 것도 제시되지 않은 채 고

쳐진 의미에 따른 번역만이 제공되어서 엄 한 번역본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13) I.2.12/327: nam parum est ius nosse, si personae, quarum causa statutum est, 

ignorentur. [법이] 그를 위하여 제정되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법을 부족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 법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 사람들에 관

하여 모른다면 법을 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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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3.3/327: captivos … servare [포로들을] … 보호하고servare ➜ 포로들을 … 

살려두고.47)

(15) I.3.3/327: qui etiam mancipia dicti sunt, quod ab hostibus manu capiuntur. 그

들(노예)은 적에 의하여 손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한 ‘악취물’이라고도 칭하여 진

다. ➜【이 경우 mancipia와 manu capiuntur의 언어적 상관관계가 드러나도록 번역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괄호로라도 언어를 표시하여 독자가 

그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東亞에서도 奴

는 오른손[右]을 뜻하는 又와 결부되어 어의가 결정되었지만, 이때 손은 정반대로 

주인의 장악력을 뜻하는 손이 아니라 봉사하는 노예 자신의 일하는 손을 가리킨

다.48) 그리고 악취물과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는 적어도 한자 표기(‘握取物’)

를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握取物 대신에 ‘手中物’을, 또 握取行爲

(mancipatio) 대신에 ‘掌握行爲’를 역어로 쓰는 견해가 있다.49) 그러나 이 역어는 

모두 일반용어로도 사용되는 것이어서 로마법의 전문술어로서의 특정화 기능이 약

화될 수 있고, 두 개가 서로 相符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역어를 쓰는 것

이어서, 이 점에서도 좋지 않다.】 

(16) I.3.4/328: aut iure civili, veluti cum homo liber maior viginti annis ad pre-

tium participandum sese venumdari passus est. 시민법에 의하여, 즉 20세 이상의 자

유인이 가격에 참여하려고 스스로 매각되는 경우 ➜ 시민법에 의하여, 가령 20세 

이상의 자유인이 賣得金에 동참하려고 자신이 팔리는 것을 용인한 경우. 

【‘스스로 매각된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다.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원문

대로 매도하는 주체가 타인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팔리는 자는 마치 자신이 

노예인 양 속여서 팔리는 것이고, 그를 노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것은 그와 담

합한 다른 자유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良人이 자기 자신(또는 처자)을 

노비로 파는 自賣처럼 파는 자와 팔리는 자가 동일인이고, 또 그 신분을 속이지 

않고 팔지만, 그 결과로 노비 신세로 전락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로마의 

노예와 조선의 노비가 서로 다른 법리를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이다.】

(17) I.4.pr/328: Ingenuus is est, qui statim ut natus est liber est, sive ex duobus 

47) OLD, s.v. seruō, 9 (p.1747): “To preserve, save (from death, danger, etc.).”; Dirksen, 
s.v. Servare, §.1. (p.881): “Conservare, Salvum praestare, Tueri.”

48) 東亞百年玉篇, s.v. 奴 (p.403).
49) 玄勝鍾/曺圭昌, 486ff.; 54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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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nuis matrimonio editus, sive ex libertinis, sive ex altero libertino, altero ingenuo. 

생래자유인의 혼인으로부터 또는 피해방자유인들로부터 또는 일방의 해방자유인

과 타방의 생내자유인으로부터 나오든 등으로 태어날 때에 즉시 자유로운 자는 생

내자유인이다. ➜ 出生自由人이란 출생 즉시 자유인인 자로서, 양쪽이 출생자유인

인 부모로부터 혼인에서 태어나든, 해방자유인들인 부모로부터 태어나든, 한쪽은 

해방자유인, 다른 쪽은 출생자유인인 부모로부터 태어나든 무방하다. 

【이 문장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이란 ~이다”의 문장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역문에서는 ‘생래자유인’과 ‘생내자유인’, ‘피해방자유

인’과 ‘해방자유인’이 한 문장에서 혼용되어 혼란스럽다. 쉽게 이해가능하다는 점

에서 ‘생래자유인’보다는 ‘出生自由人’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직역

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미 파악이 잘 되도록 번역할 필요도 있다. 촌평자가 대안으

로 제시한 역문에서 원문에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의미를 새겨서 삽입한 

‘부모’가 그러한 경우이다.】 

(18) I.5.1/329: manumissio procedit 해방이 진행된다. ➜ 노예해방은 행해진다. 

【노예해방의 내적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예해방의 방식에 따른 종

류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19) I.5.3/329: fiebant ex lege Aelia Sentia dediticiorum numero 아일리우스 센티

우스법에 의하여 항복자의 수효에 끼게 된다. ➜ ~ 항복자의 부류50)에 끼게 된다. 

(20) I.5.3/329: alia constitutione …, quae inter imperiales radiat sanctiones, 황제의 

비준 중에 빛을 내는 다른 칙법으로써 ➜ 황제의 법령51) 중에서 빛을 발하는 다른 

칙법으로써.

(21) I.6.pr/329: nam is qui in fraudem creditorum manumittit nihil agit 즉 채권자 

사해로서 해방하는 자는 아무러한 행위도 하는 것이 아니다. ➜ 즉 채권자를 詐害

하기 위하여 노예해방을 하는 자는 그 행위가 무위/무효이다.

(22) I.6.1/330: valde enim prospiciendum erat, ut egentes homines, quibus alius 

heres extaturus non esset, vel servum suum necessarium heredem habeant, qui sa-

tisfacturus esset creditoribus, aut, hoc eo non faciente, creditores res hereditarias 

servi nomine vendant, nec iniuria defunctus afficiatur. 즉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

제적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를 채권자에게 만족스러울 필연 상속

50) OLD, s.v. numerus, 11 (p.1203): “(w. gen. or pronominal adj.) A category, class.”
51) OLD, s.v. sanctiō (p.1686): “A binding law or clause, ordinance,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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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가질(지정할) 수 있도록, 또는 만일 그(상속인 노예)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물을 노예의 명의로 매각하도록, [그리하여] 사망자가 인격침해(명예

훼손)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잘 예측[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즉 乏財(핍재)

한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것이므로, 특히 자신의 노예를 필연

상속인으로 가지도록, 그래서 이 자가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만족시키든가, 

그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상속)채권자들이 상속물들을 그 노예 명의로 매각해서 

亡人이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대처해야만 했던 것이다.

(23) I.6.2/330: Idemque iuris est et si sine libertate servus heres institutus est. 그

리고 자유[부여] 없이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된다면 [그것도] 동일한 법이다(으로 

규율된다). ➜ 그리고 자유 부여 없이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이다.

(24) I.6.2/330: quod nostra constitutio non solum in domino qui solvendo non est, 

sed generaliter constituit, nova humanitatis ratione, ut ex ipsa scriptura institutionis 

etiam libertas ei competere videatur, cum non est verisimile, eum quem heredem sibi 

elegit, si praetermiserit libertatis dationem, servum remanere voluisse et neminem si-

bi heredem fore. 그리고 우리의 칙법이 지급불능의 주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人

道의 새로운 이치에 기하여, 상속인을 선택한 자가 자유의 부여를 하지 않았을 경

우 상속인이 노예로 남을 것과 [그리하여] 누구도 자신에게 상속인이 되지 않을 

것을 의욕했다는 것은 逼眞하지(개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지정의 기입만

으로 또한 자유가 그에게 귀속한다고 보[이]도록 일반적으로 정하였다. ➜ 왜냐하

면 朕의 칙법이 무자력한 주인의 경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人道의 새로운 이치

에 기하여, 상속인 지정의 기재 자체만으로써 또한 그 노예에게 자유가 귀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자유의 부여를 간

과한 경우 자신의 상속인으로 선택한 자가 노예로 남아서 아무도 자신의 상속인이 

되지 않을 것을 의욕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25) I.6.3/330: saepe enim de facultatibus suis amplius quam in his est sperant 

homines. 사람들은 종종 그의 재산으로부터 실제보다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하기 때

문이다. 

【suis의 번역을 “그의”로 하면 지시관계가 불명해진다.】

(26) I.6.4/330: adprobata 인정, I.6.6/330: adprobata 승인 ➜【동일한 語詞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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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통일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7) I.6.7/331: cum enim antiquitas huiusmodi aetati et pro aliis postulare con-

cessit, cur non etiam sui iudicii stabilitas ita eos adiuvare credatur, ut et ad libertates 

dandas servis suis possint pervenire. 즉 古시기가 이 연령에 타인을 위하여 재판절

차에 나아가는 것을 양허하였기 때문에, 왜 그들의 소송의 안정성이 그의 노예들

에게 자유를 부여하는데 도달할 정도로 또한 그들을 돕는다고 믿어지지 않겠는가? 

➜ 왜냐하면 옛 법이 이 연령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법정에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

였다면, 왜 또한 자신의 판단력의 安固함이 자신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고 믿어질 수 없겠는가?

(28) I.7.pr/331: invidam [심지어] 반하는 ➜ 적대적인.

(29) I.10.pr/333: masculi quidem puberes, feminae autem viripotentes 남자는 성숙

하고 반면에 여자는 강하여야 하며(결혼적령) ➜ 남자는 성숙하고 여자도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I.23.pr/344: feminae viripotentes 힘을 갖춘(성숙한) 여자 ➜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

【역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pubes나 viripotens나 모두 다 성적으로 성숙한 사춘

기를 의미하는데, 전자는 주로 남자에 쓰이지만, 남녀 모두에도 쓰이는 반면에,52) 

후자는 여자에만 쓰인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53) 혹시라도 vīripotens = (of a dei-

ty) Outstanding in power, almighty54)와 이곳의 viripotens / virī potens = (leg., of a 

girl) Capable of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a man55) 사이에 혼동이 없었기를 바

란다.】

(30) I.10.4/333: vel fratris et sororis iungi possunt. 또는 한 형제와 한 자매의 아

이들은 혼인할 수 있다. ➜ 또는 한 男妹의 ~.

I.10.10/334: si … frater et soror manumissi fuerint 형제와 자매가 해방되었다면 

➜ 男妹가 ~.

(31) I.10.6/334: quarundam nuptiis abstinere 혼인을 자제하는 것 ➜ 어떤 여자들

과의 혼인을 自制하는 것.

52) Berger, s.v. Impubes (p.495).
53) Dirksen, s.v. Viripotens (p.1007): “Viro matura, nubilis.”
54) OLD, s.v. uīripotens1 (p.2073).
55) OLD, s.v. uiripotens2 (p.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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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10.6/334: privigna(m) 의붓딸, 계녀 ➜ 加捧女. 

【privignus [stepson] 또는 privigna [stepdaughter]는 재혼한 남녀 배우자의 前婚 

소생자식을 가리킨다.56) 반면에 ‘의붓딸’이나 ‘繼女’처럼 아들/子이나 딸/女에 ‘의

붓~’, ‘義~’ 또는 ‘繼~’와 같은 접두사가 붙은 어휘는 後妻의 前夫 소생자식만을 

의미한다. 단, 繼子의 경우에는 아예 意域이 달라서 ‘양아들’을 가리킨다(그래서 

系子, 契子를 쓰기도 한다). 우리 전통사회가 남자인 夫 중심으로만 관념한 까닭이

다. 우리말화한 ‘의붓~’ 용어가 義父 중심의 語詞인 것만 봐도 자명하다. 加捧子ㆍ

女 역시 夫 중심의 관념으로 인하여 ‘妻가 데려온 夫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2005

년 3월 31일 개정전 구민법 제784조 제1항)에 국한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

나 배우자 양쪽에 두루 중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려면, 그래서 ‘夫가 데려온 妻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도 함께 표현하려면, 그나마 그저 ‘덤받이로 얻은’ 딸이나 아

들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뜻을 취해서 ‘加捧子ㆍ女’를 쓰는 수밖에 없다.57) 로마법

에 대해 이 말을 쓰더라도 당분간은 전통관념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해설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

(33) I.10.12/334: nec nuptiae nec matrimonium … intellegitur 혼인 …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nuptiae와 matrimonium을 동의어라 하여 뭉뚱그려 하나로 옮길 

것이 아니라 서로 대응하는 다른 용어로, 즉 각각 ‘結婚’과 ‘婚姻’으로 하면 어떨

까 싶다. 이 점에서는 유사어인 uxorem ducere(婚娶)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사자②

는 “혼인, 결혼: 같은 뜻인 혼인과 결혼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이라는 

의견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실제로 로마인들도 matrimonium, nuptiae, coniugium, 

때로는 conubium까지, 혼용하곤 하였다. 다만 婚配禮式의 의미는 nuptiae나 con-

ubia에 한한다58)는 차이는 있고, 또 전문술어로서 通婚權의 의미는 conubium만이 

56) D.38.10.4.6 Modestinus libro 12 pandectarum.
… Uxor liberis ex alia uxore natis noverca (繼母) dicitur, matris vir ex alio viro natis 
vitricus (義父) appellatur: eorum uterque natos aliunde privignos (加捧子) privignasque 
(加捧女) vocant. …
Dirksen, s.v. Privignus, Privigna (p.762): “Filius, filiave, alterius coniugis, ex priore 
matrimonio prognatus, prognatave.”

57) 한글학회 지음 큰 사전, I ㄱ~깊 (을유문화사, 1947 초판/1957 삼판), s.v. 가봉녀(加捧
女); 가봉자(加捧子) (p.25).

58) OLD, s.v. cōnūbium, 2b (p.438): “(in quots., pl.) the act or ceremony of marriage”; s.v. 
nuptiae, b (p.1207): “the marriage ceremony and festivities, a wedding”; Berger, s.v. 
Nuptiae (p.603): “Almost completely syn. with matrimonium in juristic language. It is 
apparently the earlier term for marriage and is more related to the wedd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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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59) 이곳에서는 이처럼 라틴어 원어가 적어도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라

는 점을 생각해서 기왕이면 각각 다른 역어로 재현해 보려는 의도에서 제안한 것이

다. 실제로는 두 역어를 혼용해도 문제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donatio ante 

nuptias = ‘婚前贈與’, donatio propter nuptias = ‘婚配贈與’의 역어를 제안한다.】

(34) I.10.12/334: sequitur ergo, ut et dissoluto tali coitu nec dotis exactioni locus 

sit. 그리하여 그러한 결합이 해소되면 가자가 집행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따른다 

➜ 그러므로 그 결과 그러한 결합은 해소되더라도 婚姻持參財産의 반환청구가 인

정되지 않는다.

【번역자는 IV.6.37/237에서는 dos를 ‘지참재산’으로 옮긴다. 용어 통일이 필요하

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嫁資 대신에 嫁籢(가렴)이란 역어를 쓰기도 한다.60) 우리의 

경우 말로 하는 경우 알아듣기 어려운 嫁資보다는 길기는 하지만 ‘혼인지참재산’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35) I.10.13/334-5: qualis est is qui dum naturalis fuerat postea curiae datus potes-

tati patris subicitur. nec non is qui a muliere libera procreatus, cuius matrimonium 

minime legibus interdictum fuerat sed ad quam pater consuetudinem habuerat. [예컨

대] 처음에는 혼외자였던 자가 시참사회에 제시(등록)된 후에 아버지의 권력에 복

귀하는 자가 그러하다. 혼인이 전혀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었지만 父가 同棲관

계를 가졌던 자유로운 부녀로부터 태어난 자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한 자로는 

婚外子였으나 후에 市參事會에 회원등록 신고되어 父의 率家權(솔가권)에 종속하

는 자가 있다. 또 그와의 혼인이 법률로써 금지되지 않았지만 父가 내연관계만을 

가졌던 自由人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다. 

(36) I.11.2/335: vel proavo simili modo paterno vel materno, filium suum dederit 

in adoptionem 또한 부계 증조부 또는 모계 증조부에게 아들을 입양시킨 경우 ➜ 

또는 유사하게 父系나 母系의 증조부에게 자신의 아들을 입양시킨 경우. 

【특히 simili modo의 번역이 빠졌다. 어떤 부분이 간과되고 번역되는 것은 극력 

피할 일이다.】

(37) I.11.2/335: manet stabile ius patris adoptivi … legitimo adoptionis modo con-

than matrimonium”; Dirksen, s.v. Nuptiae (p.639): “Matrimonium (eiusque contrahendi 
solemnitas.).”

59) OLD, s.v. cōnūbium, 1 (p.438): “(leg.) the right to intermarry”; Dirksen, s.v. Connubium 
(p.193): “Facultas matrimonii iusti contrahendi”; Berger, s.v. Conubium (p.415).

60) 周枏, 上冊, 202ff. 반면에 丘漢平, 93ff.는 嫁資라는 용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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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um, ut et in familia et in potestate huiusmodi patris adoptivi sit. －[양자가] 양부

의 家에 또한 권력 하에 있도록 하는－ 입양의 적법 방식으로 근거지워진 양부의 권

리는 불변으로 있다. ➜ 입양의 적법 방식으로써 구속력 있게 규정된 養父의 권리는 

계속 安固하며, 그 결과 養子는 이런 父의 家에 속하고 또 率家權에 종속한다.

(38) I.11.3/335: exquiritur causa adrogationis, an honesta sit expediatque pupillo 입

양의 원인이 근거가 있는지, [입양이] 미성숙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조사된다. 

➜【honesta는 번역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語詞 중 하나이지만, 그 근저에는 늘 ‘도

의관념에 적합한’이란 뜻이 깔려 있다. honestum과 utilitas를 주제로 삼았던 키케로

의 의무론을 연상시키는 두 가지 조사 항목에서 honesta를 “근거가 있는지”로 옮기

면 ‘근거’라는 게 다양한 내용으로 이해가 가능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흐려

질 위험성이 크다. 더 적절한 역어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곳: digni emancipatione 부권면제 받아야 할 ➜ 父權免除 받을 만한.

같은 곳: sed et si decedens pater eum exheredaverit vel vivus sine insta causa 

eum emancipaverit 그런데 사망한 [양]부가 그를 상속폐제하거나 아버지가 생시에 

정당한 원인 없이 그를 부권면제 하였어도 ➜ 養父가 사망 시에 그를 相續廢除하

였거나 생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를 父權免除한 경우에도. 

【양부와 아버지가 중첩되면 이 둘을 달리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

(39) I.11.4/336: 자가 부보다 더 나이들었다 ➜ 子가 父보다 ~. 

【외자인 한자어는 한자 표기를 하는 것이 可讀性을 높인다. 아니면 ‘아들/자식

이 아버지보다 ~’라고 하든가.】

(40) I.11.7/336: Sed si quis nepotis loco adoptet vel quasi ex eo filio, quem habet 

iam adoptatum, vel quasi ex illo quem naturalem in sua potestate habet:  in eo casu 

et filius consentire debet, ne ei invito suus heres adgnascatur. 그런데 만일 어떤 이

가 손자의 지위로 어떤 이를 이미 입양한 아들로부터 출생한 것으로서 또는 자신

의 권력 하에 두는 생자인 아들인 것으로서 입양하면, 이 경우 [아들의] 의사에 반

하여 [양자가] 가내상속인으로 종족이 되지 않도록 아들도 동의하여야 한다. ➜ 손

자의 지위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마치 이미 입양자로 데리고 있는 양자의 아들인 

것처럼이든, 또는 자기 率家權 하에 데리고 있는 私生子의 아들인 것처럼이든, 이 

경우에는 아들도 동의해야만 하는바,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가내상속인이 후발적으

로 태어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1) I.11.12/336: servi si a domino adoptati sint, ex hoc ipso posse libera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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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m servum quem dominus actis intervenientibus filium suum nominaverit …. 즉 노

예들이 주인에 의하여 입양되어 해방될 수 있다. … 주인이 문서로써 자신의 자로 

명명한 그러한 노예 ➜ 노예들은 주인에 의하여 입양되면 그 사실 자체로 인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주인이 법정조서로써 자신의 子로 명명한 그런 노예. 

【번역자도 I.12.8/338: actis intervenientibus에서는 ‘법정조서’로 번역한다.】

(42) I.12.pr/337: si vero is quo tempore avus moritur aut iam mortuus est aut exiit 

de potestate patris, tunc hi, quia in potestatem eius cadere non possunt, sui iuris 

fiunt. 그런데 만일 조부가 사망한 시점에 [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 또는 부의 권력

으로부터 이탈한 경우 그 때 그들은 그(조부)의 권력 하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권자가 된다. ➜ 그런데 그[즉, 父]가 조부 사망 시점에 이미 사망하였거나, 또는 

父權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이들은 그(즉, 父)의 率家權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自權者가 된다. 

【참고로 현승종/조규창은 ‘自權者’/‘他權者’ 대신에 ‘自主權者’/‘他主權者’라는 

역어를 사용한다.61) 자주권자까지는 혹 모르겠으나 ‘他主權者’라는 역어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43) I.12.4/337: ilico ab imperialibus codicillis praestitis a patria potestate liberat. 

황제의 임명장 발령에 의하여 즉시 부의 권력으로부터 해방한다. ➜ 황제의 직첩

(職帖ㆍ職牒) 발급 즉시 父權으로부터 해방한다. 

【관원의 任命辭令狀인 ‘職牒’이란 전통사회의 용어가 왕조국가 로마의 분위기

를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제안해 본다.】

같은 곳: imperatoriam autem celsitudinem non valere eum quem sibi patrem elegit 

ab aliena eximere potestate? 황제의 높음이 부로서 선택한 자를 타인의 권력으로부

터 면제할 정도의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누가 수인할 수 있겠는가? ➜ 숭고한 

황제 폐하62)께서 皇父로 선택하신 자를 타인의 率家權으로부터 ~.

(44) I.12.5/337: ius postliminii 월경권, postliminium 귀국권, 越境權(귀국권: post-

liminium) ➜ 歸國復歸權. 

【postliminium은 단순히 국외에 있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 국내로 귀환하는 권리

61) 玄勝鍾/曺圭昌, 932ff.
62) 주지하듯이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지칭할 때 존엄의 복수 1인칭(nos, nostra)을 단독

으로, 또는 주로 至嚴함이나 仁德을 표현하는 다양한 개념어들(가령 nostra serenitas, 
tranquilitas, maiestas, aeternitas, perennitas, mansuetudo, clementia, humanitas 등)과 함께 
사용했다. Mathisen, 180 + n.7 (1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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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이 외국에 포획되었다가 還國하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D.49.15.19.pr; 5)63) 그저 ‘월경권’이나 

종래 사용하던 ‘귀국권’64)보다는 ‘歸國復歸權’이라는 역어가 더 나을 듯하다. 중국

에서 쓰는 ‘復境權’이라는 역어65)는 境이 국경ㆍ경계의 의미와 처지ㆍ형편의 의

미를 아울러 가지므로 一語重義의 造語로서는 탁월한 바가 있으나 ‘복경권’이라 

하여 우리말로 삼기에는 너무 생소하다.】 

같은 곳: ius … potestatis parentis 부의 권력권 ➜ 家父權의 권능.

같은 곳: ab eo postliminium dictum quia eodem limine revertebatur quo amissus 

erat. 이로부터 ‘월경권’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상실된 자가 같은 경계로 귀환하기 

때문이다. ➜ 이로부터 歸國復歸權이라 말하는데, 왜냐하면 국경 넘어 亡失당했다

가 같은 국경을 넘어 귀환했기 때문이다.

(45) I.12.6/338: sed ea emancipatio antea quidem vel per antiquam legis ob-

servationem procedebat, quae per imaginarias venditiones et intercedentes manu-

missiones celebrabatur, vel ex imperiali rescripto. 그러나 부권면제는 이전에 假想의 

매각과 개입적 해방에 의하여 실행된 예전 법률규정으로써 또는 황제의 비답에 의

하여 진행된다; cf. II.10.1/180: imaginariam … venditionem 가상 매매 ➜ 그러나 

이 부권면제는 예전에는 혹은 假裝66)賣渡에 해방을 개입시키기를 수차례 함으로

써 실행되었던 古來의 법관행에 의하거나, 혹은 황제의 批答에 의하여 행해졌다. 

같은 곳: … reformavit, ut, … parentes … filios suos … ac deinceps sua manu di-

mitterent … 개선하였다. … 父가 … 그의 아들이나 … 기타의 자를 그의 손(수권)

으로부터 放免하였다. ➜ … 家父들이 … 자신의 아들들이나 … 후속 후손들을 자

신의 손(率家權)에서 놓아줄 수 있도록 … 개정하였다. 

【manus는 원래 넓은 의미로 가내 종속자에 대한 권력 일반을67) 의미했으나, 나

중에는 의미가 좁혀져서 妻에 대한 夫權을68) 가리키게 되었다.69) 그런데 역어로서 

63) Dirksen, s.v. Postliminium, §.1. (p.735): “Captivorum, aut rerum ab hoste captarum, qui 
quaeve ad nos revertuntur, restitutio in conditionem pristinam.”; Berger, s.v. Postliminium 
(p.639).

64) 최병조, 로마법강의, 284.
65) 周枏, 上冊, 112.
66) Calvinus, s.v. IMAGINARIA (P.428): “IMAGINARIA dicuntur in iure, quae non vere, 

sed simulato & dicis causa fiunt.”; Berger, s.v. Imaginarius (p.492); OLD, s.v. 
imāginārius, 2b (p.831): “(leg.) fictitious, pretended.”

67) Dirksen, s.v. Manus, §.3.B. (p.569): “Potestas in omnes, qui iuri nostro subiecti s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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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權’은 협의의 후자를 표현하므로 이 경우 부적절하다. 전자에 대한 역어를 제안

하자면 ‘率家權’이 어떨까 한다. 이것은 家父權, 夫權(手權), 奴主權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는 보통은 potestas가 쓰인다. 그

러므로 차별적인 문맥에서는 ‘家父權’(특히 patria potestas) 또는 ‘父權’, ‘夫權’[‘手

權’], ‘奴主權’을, 그밖의 경우에는 manus든 potestas든 ‘率家權’을 역어로 쓸 것을 

제안한다. 父의 ‘권력’이라는 역어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된다.】

(46) I.12.8/338: id est si hoc ipsum, actis intervenientibus, apud competentem iudi-

cem manifestavit, praesente eo qui adoptatur, et non contradicente nec non eo qui 

adoptat, solvitur quidem ius potestatis patris naturalis, transit autem in huiusmodi pa-

rentem adoptivum, in cuius persona adoptionem plenissimam esse antea diximus. 즉 

그(父)가 이 점을 법정 조서로서 관할 심판인 면전에서 입양되는 자와 입양하는 

자의 출석과 반대 없음 하에서 선언하면, 생부의 권력이 해소되고 [그 권력은] 입

양이 완전하게 되는 養父로 넘어간다. ➜ 즉 그(父)가 이 점을 법정조서로써 관할 

사법관 면전에서 선언하고, 입양되는 자가 출석하여 반대하지 않고, 또 입양하는 

자도 반대하지 않으면 生父의 家父權이 해소되고 이런 養父에게 이전하는데, 이 

자와 관련하여 입양은 극히 완벽하다고 전술한 바 있다.

(47) I.12.9/338: quod, si nurus tua ex filio tuo conceperit et filium postea emanci-

paveris vel in adoptionem dederis praegnante nuru tua, nihilo minus quod ex ea nas-

citur, in potestate tua nascitur: 만일 너의 며느리가 너의 아들로부터 포태하였는데, 

네가 후에 아들을 부권면제하거나 네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을 입양보낸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너의 권력 하에서 태어나는 것

이라는 점 ➜ 너의 며느리가 너의 아들에 의해 임신하고 그 아들을 후에, 너의 며느

리가 懷妊한 상태에서 父權免除하거나 또는 입양 보낸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너의 率家權에 종속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점.

(48) I.13.pr/338-9: in tutela sunt ➜【‘후견을 받다’, ‘후견에 있다’고 달리 표현되

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

(49) I.13.1-2/339: potestas ➜【‘권력’으로 옮겼으나, 후견인과 관련해서는 權限

이 더 적절하다.】

68) Dirksen, s.v. Manus, §.3.A. (p.569): “Potestas mariti in uxorem, quae matrompnio solemni 
copulata ei est.”

69) Berger, s.v. Manus (p.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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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I.14.1/339: eum et sine libertate tutorem datum tacite et libertatem directam 

accepisse videri 자유 부여 없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도 묵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유를 획득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점 ➜ ~ 묵시적으로이긴 하지만 직접적 자유를 ~. 

【우선 문법적으로 directa는 형용사로서 libertas를 꾸미지, 부사로서 accepisse를 

꾸미지 않는다. 더욱이 libertas directa란 libertas fideicommissa / per fidei-

commissum data / fideicommissaria, 즉 신탁유증을 통해 주어진 자유와 대비되어 

유언으로 직접(verbis directis / iure directo / directo / ex directo) 부여된 자유를 뜻

한다.70)】

같은 곳: servus autem alienus pure inutiliter datur testamento tutor: 타인의 노예는 

유언으로 순전히 헛되이(무효로)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 그런데 타인의 노예는 

유언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되어도 (자유 부여) 조건이 없이는 무효이다.

(51) I.15.pr/340: Quibus autem testamento tutor datus non sit his ex lege duo-

decim tabularum adgnati sunt tutores, qui vocantur legitimi. 그런데 유언으로 후견인

이 선임되지 않은 자가 12표법에 의하여 종족 후견인인 자는 법정 후견인이라 불

린다. ➜  그런데 유언으로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는 12표법에 의하면 宗

族인 친족들/族親들이 후견인이며, 이들은 법정 후견인이라 불린다. 

【대표적 오역의 하나이다.】

(52) I.15.2/340: Quod autem lex ab intestato vocat ad tutelam adgnatos, non hanc 

habet significationem, si omnino non fecerit testamentum is qui poterat tutores dare, 

sed si quantum ad tutelam pertinet, intestatus decesserit.  quod tunc quoque accidere 

intellegitur, cum is qui datus est tutor, vivo testatore decesserit. 그런데 법률이 無유

언에서 후견으로 올 종족들이라 부르는 것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던 자가 유언

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만일 후견에 관한 

것이 무유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진다. 그때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 유언자가 살아있는데 후견인으로 선임된 어떤 이가 사망한 경우이다. 

➜ 그런데 동 법률이 무유언 시에 후견직으로 宗族인 親族들/族親들을 부르는 것

70) Kahl, s.v. DIRECTA libertas (p.491): “DIRECTA libertas dicitur, quae à testatore ipso 
datur, non autem per obliquam fideicommissi viam, & quasi per anfractum. Libertas 
enim fideicommissaria deflexisse videtur à testatore ad legatarium & à legatario in 
libertum. … Directa … libertas tunc dari videtur, quum non ab alio servum manumitti 
rogat, sed velut ex suo testamento libertatem ei competere vult. …”; Berger, s.v. 
Libertas fideicommissaria (p.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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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견인들을 지정할 수 있었던 자가 유언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

니라, 또한 후견직에 관한 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유언자 생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이다.】

(53) I.15.3/340: Sed adgnationis quidem ius omnibus modis capitis deminutione 

plerumque perimitur:  nam adgnatio iuris est nomen.  cognationis vero ius non omni-

bus modis commutatur, quia civilis ratio civilia quidem iura corrumpere potest, natu-

ralia vero non utique. 그러나 종족의 법은 여하튼 頭格 소멸에 의하여 대체로 소멸

한다. 왜냐하면 종족은 법의 이름(제도)이기 때문이다. 혈족의 법은 모든 방식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법적 이치는 시민법적 권리에 의하여 부패할 수 

있고 자연법적인 권리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그런데 실로 종

족의 법률관계는 어떻게든 頭格減等[신분변동]에 의하여 무릇 소멸된다. 왜냐하면 

종족관계는 법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血族의 법률관계는 [두격감등으로] 어떻

게든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시민법의 규율은 시민법의 법률관계들을 소

멸시킬 수는 있지만, 자연법에 속하는 법률관계들도 무릇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신분의 변동에 해당하는 두격의 변화에는 대, 중, 소의 세 가지의 등급이 있

다. 촌평자는 종전에 caput를 살리기 위하여 “頭格”을, 그리고 deminutio에는 “減

少”라는 역어를 써왔는데,71) 이 기회에 “頭格減等”으로 다시 제안한다. 頭格喪失, 

人格喪失,72) 人格變更,73) 人格減等74)도 역어로 사용된다. 굳이 caput의 대응어로 

‘두격’이라는 생소한 造語를 쓰는 것은 인격에는 대응어로 persona가 있기 때문이

다.75)】

(54) I.16 Titulus/340: DE CAPITIS MINUTIONE 頭格 소멸에 관하여; 

71) 최병조, 로마법강의, 278. 심사자②는 “격에 이미 등급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기존의 
두격감소도 역어로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人格이나 頭格
에서의 ‘格’에는 등급의 의미가 없으므로 전제가 잘못되었다.

72) 玄勝鍾/曺圭昌, 327ff.
73) 周枏, 上冊, 118ff.
74) 丘漢平, 150ff.
75) 이곳에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자연법적 사고를, 다른 하나는 문명법적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로마 人法상의 개념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서로 함부로 혼용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다른 역어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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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4.2/575: 두격 감소 ➜ 頭格減等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55) I.16.pr/340: capitis deminutio … minor 두격 … 중간소멸; I.16.2/341: Minor 

sive media … capitis deminutio 次 또는 中소멸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56) I.16.5/341: dignitas magis quam status 신분보다 품위 ➜ ~ 官品.

(57) I.16.6/341: Quod autem dictum est manere cognationis ius et post capitis de-

minutionem, hoc ita est, si minima capitis deminutio interveniat: manet enim 

cognatio.  nam si maxima capitis deminutio incurrat, ius quoque cognationis perit, ut 

puta servitute alicuius cognati, et ne quidem, si manumissus fuerit, recipit 

cognationem. 그런데 혈족법(권)은 두격소멸 후에도 유지된다고 말하여진다. 즉 만

일 두격 소소멸이 발생하여도 혈족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만일 두격 대소멸이 발

생하면 혈족법도 소멸한다. 예컨대 노예상태에서 어떤 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는 

해방이 되어도 혈족【관계】을 보유하지 못한다. ➜ 그런데 혈족의 법률관계가 두

격감등 후에도 남는다고 이야기된 것은 頭格小減等이 개입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혈족관계가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격 大감등이 개재하면 혈족의 법률관계도 소

멸하는바, 예컨대 혈족의 어떤 이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그러한데, 심지어는 그가 

해방되더라도 혈족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

(58) I.18 Titulus/342: DE LEGITIMA PARENTUM TUTELA 법정 후견에 관하

여 ➜ 父의 법정 후견에 관하여. 

【원문의 일부인 parentum이 번역상 누락되었다.】

(59) I.19/342: defuncti 死人의 ➜ 亡人의.

(60) I.20.4/343: hoc iure utimur 법을 적용한다. ➜ 현행법이다. 

【uti = “observare”.76)】

(61) I.20.6/343: rationem reddant 계산을 제출한다. ➜ 회계보고를 한다.77)

(62) I.21.1/343: bonorum possessionem 상속재산의 점유를 ➜ 遺産占有를. 

【중국에서는 資産占有라는 역어를 쓰기도 하지만,78) 유산점유 쪽이 더 낫다.】 

(63) I.21.3/343-4: Si inter tutorem pupillumve iudicium agendum sit, quia ipse tu-

tor in rem suam auctor esse non potest 피후견인 내지 피후견인 사이에 재판이 있

76) Dirksen, s.v. Vti, §.3. (p.1024).
77) Dirksen, s.v. Ratio, §.6.A. (p.812): “Rationes, i.e. Tabulae ipsae expensi atque accepti.”
78) 丘漢平, 26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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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경우,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조성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소송이 수행되어야만 하는 경우, 후견인 스스로 자신의 

이익이 걸려서 助成人이 될 수 없으므로.

(64) I.22.pr/344: impudicum 不淨한; castitate 貞操[관념]에 ➜ 부끄러운; 貞德 관

념에.

(65) I.22.1/344: captus 포획되는; I.20.2/342: capto, captus 나포된 ➜ 포로가 된.

(66) I.22.2/344: Sed et si usque ad certam condicionem datus sit testamento, aeque 

evenit, ut desinat esse tutor existente condicione. 그런데 유언으로 확정 조건까지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조건이 성취되면 후견인이 사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 그러나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유언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또한 그 

귀결로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는 후견인이기를 그치게 된다. 

【여기서 aeque = “To an equal degree or extent (with), as much (as), equally, 

alike”79)이지, aeque = “Equitably, justly; reasonably, fairly, with justice”80)의 의미가 

아니다.】

(67) I.23.1/345: praeses 속주지사; I.23.3-4/345: praeses 지방수령 ➜【역어의 통

일이 필요하다.】

(68) I.23.4/345: mente captis et surdis et mutis 정신의 상해를 입은 자(정신이상

자), 농아자 ➜ 정신박약자, 聾者[귀머거리]/청각장애자, 啞者[벙어리]/언어장애자.

(69) I.23.6/345: quem velit actorem periculo ipsius praetor, vel qui provinciae prae-

erit, decreto constituet. 법무관이나 지방에서 행정수반인 자는 적절한 사람을 사무

관리인으로 후견인의 위험으로 선임한다. ➜ 法政官이나 道[provincia]의 首班은 下命

으로써 그가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의 위험 부담 하에 후견사무 대행자로 정한다. 

【praetor는 종래 法務官이란 역어가 정착되었는데, 오늘날의 법무관과 혼동할 

우려도 있고, 政務官으로서의 그 지위를 생각해도 단순한 기능직인 것 같은 어감

을 주는 법무관이란 역어보다는 “法政官”이란 역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종래 consul을 ‘執政官’이라 번역한 것과도 부합한다. 촌평자는 앞으로 이 

‘법정관’이란 역어를 쓸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quaestor

도 ‘재무관’ 대신에 “財政官”을 써야 할 것이다. Consul에 대해서는 ‘執政官’ 외에 

‘統領’이란 역어도 종종 사용된다. 통령이란 ‘일체를 통솔하여 거느리는 사람’으로 

79) OLD, s.v. aequē, 3 (p.66).
80) OLD, s.v. aequē, 5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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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帥와 동의어이다(오늘날의 ‘大－統領’ 참조). 이 점에서 통령이란 용어가 최고정

무관인 consul의 지위를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역어라는 생각도 들지만, 

명실공히 統帥官이었던 공화정 로마의 consul이라면 혹 모를까, 제정 이후로 황제

도 최고 명예직이기에 겸했고,81) 또 시간이 가면서 4 내지 2개월이란 단기의 명예

직으로 지명되었던 로마후기의 consul을 ―가장 큰 공통점은 537년 유스티니아누

스에 의하여 그 방식이 폐지될 때까지 consul들의 이름이 동양의 年號처럼 해당 

연도를 표시하는 데 이용되었다(eponym)는 점이다82)― 그런대로 모두 통괄할 수 

있는 하나의 역어를 선택한다면, ‘執政官’이 그나마 제일 무난할 것 같다.

또 provincia는 어차피 직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가령 省, 縣, 郡, 道 등등의 

역어가 고려될 수 있을 텐데, 얼마 전 출판된 책에서 편의상 “道”로 옮기고, 그에 

따라 그 首長인 praeses provinciae는 “道伯”이라 표현한 바가 있다.83) 종래 공화정

기 이래 이 용어를 ‘屬州’로 번역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行省84)으로 번역하게 되

면 屬州라고 할 때와 달리 군사 정벌로 설치된 것임을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어 

그 원래 맥락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후기로마에 관한 한, ‘속주’라

는 명칭은 부당한 것이 확실하다. 이미 로마 제국의 영토에 편입된 지 오래되었고, 

당시로서는 그냥 지방행정단위로서 praefectura > dioecesis > provincia로 구조화된 

체제의 하부조직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번역어로는 각각 ‘州’ > ‘府’ > 

‘郡’,85) 또는 ‘대관구’ > ‘관구’ > ‘속주’로 옮긴 것이 보인다.86) ‘(大)管區’라는 용

어도 글자 그대로는 ‘관할구역’이라는 무색한 명칭인 데다, 현재는 가톨릭교회의 

용어라는 점,87) 그밖에도 우리는 보통 ‘區’라고 하면 소규모 지역단위에 사용한다

81) Sintenis, s.v. Consul (p.1023); Jones, I, 532f.
82) Berger, s.v. Consules (p.411f.); OLD, s.v. consul, 2 (p.423).
83) 최병조 代表編譯, 293f. 최근에 확인한 것인데,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 

(Hongkong: Typis Societatis Missionum ad Exteros, 1891), s.v. Provincia (p.214)가 “도”
라는 역어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84) 周枏, 上冊, 334.
85) 최병조, 로마법강의, 179.
86) 황원호, 서양사론, 제119호, 253-260.
87)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자료집(2011. 11. 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s.v. 

관구[管區, province, provincia]: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구들이 공동 사목 활동 증진과 
교구장 주교들의 상호 관계 강화를 위하여 결합한 교회 구역(교회법 제431조 참조). 
하나의 대교구와 하나 이상의 교구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서울, 광주, 대구 
대목구들이 대교구로 승격되어 서울, 광주, 대구 관구가 생겼다. 또 관구는 한 수도회
의 장상(관구장)이 통할하는 여러 수도원으로 구성된 일정한 관할 지역, 곧 수도회 관
구를 말하기도 한다(한국 천주교 교구 개관 참조).” = http://terms.naver.com/entry.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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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등에서도 이것들 역시 지방행정단위를 표시하는 용어로 삼기에는 부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郡’이라는 용어도 우리에게는 소규모의 지방행정단위라는 인상을 

주므로 로마의 provincia에 대해서 이를 피하고자 ‘道’라는 역어를 제안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편의를 위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州’ > 

‘府’ > ‘道’의 체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provincia를 단순

히 “지방”이라고 번역하면 후기 로마에서 116개에 이르던88)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 ‘행정’수반이라는 표현도 (오늘날의 어법으로 보자면) 

司法的 직무의 주체이기도 한 점이 몰각될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앞에

서 썼던 ‘지방수령’ 쪽이 그런 점에서는 더 낫다. 그리고 원문의 decreto를 번역에

서 누락시킨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0) I.25.pr/346: sed adoptivi liberi non prosunt, in adoptionem autem dati naturali 

patri prosunt. item nepotes ex filio prosunt, ut in locum patris succedant: ex filia 

non prosunt. filii autem superstites tantum ad tutelae vel curae muneris excusationem 

prosunt: defuncti non prosunt. sed si in bello amissi sunt, quaesitum est, an prosint. 

et constat, eos solos prodesse qui in acie amittuntur: 그런데 입양한 子는 효력이 없

고, 입양된 자는 친부에게 효력이 있다. 또한 자로부터 나온 손자는 [자신의] 父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효력이 있다. 딸로부터 출생한 손자는 효력이 없다. 살아있

는 자녀들만 후견이나 보좌라는 부담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死人

docId=1623240&cid=100&categoryId=1127 (최종검색 2014. 1. 29.).
   더욱이 현행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제431조에 의하면 이 provincia [管區] > 

dioecesis [敎區]의 관계에서 용어법이 후기로마와 상반된다: 
   Can. 431 § 1. Ut communis diversarum dioecesium vicinarum, iuxta personarum et 

locorum adiuncta, actio pastoralis promoveatur, atque Episcoporum dioecesanorum inter se 
relationes aptius foveantur, Ecclesiae particulares vicinores componatur in provincias 
ecclesiasticas certo territorio circumscriptas.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
장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이웃의 개별 교회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
가 그어진 교회 관구로 결합된다.)

   § 2. Dioeceses exemptae deinceps pro regula ne habeantur; itaque singulae dioeceses 
aliaeque Ecclessiae particulares intra territorium alicuius provinciae ecclesiasticae huic 
provinciae ecclesiasticae adscribi debent.

   (면속 교구들은 앞으로는 원칙상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회 관구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교구들이나 그 밖의 개별 교회들은 그 교회 관구에 속하여야 한다.)

88) Jones, II, 1411 n.44; Appendix III (p.1451ff.);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 로마제국의 ‘道’
에 관한 지도는 가령 다스만,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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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전쟁에서 실종된 자가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다. 戰列에서 

실종된 자만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정설이다. ➜ 그런데 養子[가 있는 것]는 [후견

이나 보좌의 면제에] 도움이 안 되지만, 양자로 내보내진 아들은 親父에게 도움이 

된다. 또 친손자는 그들이 父의 지위를 승계하는 한, 도움이 되지만, 외손자는 아

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녀들만이 후견이나 보좌의 부담 면제에 도움이 되고, 亡

人들은 아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亡失된 자들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문제이

다. 戰列에서 亡失된 자들만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정설이다.

(71) I.25.4/347: Item propter litem, quam cum pupillo vel adulto tutor vel curator 

habet, excusare se nemo potest: 피후견인이나 성숙 미성년자에 대하여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연루된 분쟁 때문에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 ➜ 또 후견인이나 보좌인은 

피후견인이나 성숙 미성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으로 인해서는 아무도 면제받

을 수 없다.

(72) I.25.5/347: Item tria onera tutelae non affectatae vel curae praestant vacatio-

nem, quamdiu administrantur: 또한 의도되지 않은 후견 내지 보좌의 삼중의 부담이 

－사무관리행위가 지속되는 한－ 면제사유를 제공한다. ➜ 또 맡으려던 것이 아니

었던 후견이나 보좌의 三重의 부담은 이들 후견임무가 수행되고 있는 한, 解免 사

유를 제공한다. 

【excusatio와 vacatio는 같은 의미이지만,89) 異語異譯의 원리를 고려하여 전자에

는 ‘免除’, 후자에는 ‘解免’이라는 약간 다른 역어를 제시해 보았다.】

(73) I.25.7/347: Item propter adversam valetudinem, propter quam nec suis quidem 

negotiis interesse potest, excusatio locum habet. 또한 자신의 사무조차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없는 안 좋은 건강을 이유로 면제될 수 있다. ➜ 또 그로 인해 

자신의 사무조차도 관여할 수 없는 나쁜 건강을/건강 악화를 이유로 면제가 가능

하다.

(74) I.25.13/347: I.25.16/348: se excusare 자신을 면제시키다; I.25.4/347: 면제되

다; I.25.16/348: 자신을 면책시키다 ➜ 면제받다. 

(75) I.25.13/347: sub aliis reguntur 타인 [권력] 하에서 보호되는 ➜ 타인 [보호] 

하에 관리되는.

89) Dirksen, s.v. Excusatio, §.2. (p.341): “Declinatio, Evitatio (munerum.) I. Sy. Vacatio, 
Liberatio (tutelae s. a tutela.)”; s.v. Vacatio, §.1. (p.979): “Liberatio (a muneribus et 
oneribus publicis, praesertim illa, quae ad tempus dumtaxat com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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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I.25.15/347: patria sua 자신의 고국 ➜ 자신의 고향 도시. 

【patria는 故國ㆍ祖國 및 故鄕ㆍ胎生地를 모두 의미한다.90) 그러나 제국 로마

에서 도시 로마와 대비되는 것은 지방의 道(ἐπαρχία / provincia)이거나,91) 다른 도

시들(πόλεις / civitates)92)이지 故‘國’이 아니다. 도시 중에서 거론된 전문직 교수

들의 고향 도시가 patria이다. 초역자는 해당 문장에 대한 尾註 48)/348 (p.353)에서 

다름 아닌 D.27.1.6.2를 인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tria를 ‘故國’으로 옮

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77) I.26.2/348: adhuc idem erit dicendum:  dummodo meminerimus, famae patroni 

parcendum, licet ut suspectus remotus fuerit. 우리가 피혐의자로서 파면될지라도 보

호인의 명예는 아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한, 여전히 동일한 바가 타당하다. ➜ 

이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그가 피혐의자로서 解任되더라도 斗護

90) OLD, s.v. patria (p.1310): “One’s native land, city, etc.”; Dirksen, s.v. Patria (p.686): 
“§.1. Solum natale. － §.2. Respub. R. Civitas natalis.”

91) D.27.1.6.12 Modestinus libro secundo excusationum. 
   Νόμων δὲ διδάσκαλοι ἐν ἐπαρχίᾳ διδάσκοντες ἄφεσιν οὐκ ἕξουσιν, ἐν Ῥώμῃ δὲ 

διδάσκοντες ἀφίενται. 
   (Qui ius civile docent in provincia, vacationem non habent, Romae docentes habent.)
92) D.27.1.6.2 Modestinus libro secundo excusationum.
    Ἔστιν δὲ καὶ ὁ ἀριθμὸς ῥητόρων ἐν ἑκάστῃ πόλει τῶν τὴν ἀλειτουργησίαν ἐ-

χόντων, καὶ αἱρέσεις τινὲς προσκείμεναι τῷ νόμῳ, ὅπερ δηλοῦται ἐξ ἐπιστολῆς 
Ἀντωνίνου τοῦ Εὐσεβοῦς γραφείσης μὲν τῷ κοινῷ τῆς Ἀσίας, παντὶ δὲ τῷ κόσ-
μῳ διαφερούσης, ἧς ἐστὶν τὸ κεφάλαιον τοῦτο ὑποτεταγμένον· 'Αἱ μὲν ἐλάττους 
πόλεις δύνανται πέντε ἰατροὺς ἀτελεῖς ἔχειν καὶ τρεῖς σοφιστὰς καὶ γραμμα-
τικοὺς τοὺς ἴσους· αἱ δὲ μείζους πόλεις ἑπτὰ τοὺς θεραπεύοντας, τέσσαρας τοὺς 
παιδεύοντας ἑκατέραν παιδείαν· αἱ δὲ μέγισται πόλεις δέκα ἰατροὺς καὶ ῥήτο-
ρας πέντε καὶ γραμματικοὺς τοὺς ἴσους. ὑπὲρ δὲ τοῦτον τὸν ἀριθμὸν οὐδὲ ἡ 
μεγίστη πόλις τὴν ἀτέλειαν παρέχει'. εἰκὸς δὲ τῷ μὲν μεγίστῳ ἀριθμῷ χρήσασθαι 
τὰς μητροπόλεις τῶν ἐθνῶν, τῷ δὲ δευτέρῳ τὰς ἐχούσας ἀγορὰς δικῶν, τῷ δὲ 
τρίτῳ τὰς λοιπάς.

   (Est autem etiam numerus definitus eorum qui in singulis civitatibus immunitatem 
habeant, et condiciones quaedam in lege adiectae sunt: quod intellegitur ex epistula 
Antonini quae data est ad commune Asiae, sed pertinet ad orbem universum, cuius est 
caput infra scriptum: “Civitates minores possunt habere immunes medicos quinque et 
sophistas tres eodemque numero grammaticos: maiores civitates septem qui medeantur, 
[quattuor sophistas, item ins.] quattuor qui doceant litteras utrasque: maximae vero 
medicos decem et rhetores quinque eodemque numero grammaticos. super hunc autem 
numerum ne maxima quidem civitas immunitatem confert”. apparet autem maximo 
numero uti metropoles provinciarum, secundo civitates in quibus ius dicitur, tertio reliq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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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의 평판은 보존해야만 한다는 점만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patronus의 역어로 너무 일반적이고 무색한 “보호인” 대신에93) 의도적으로 다

소 생경한 “斗護人”이라는 용어를 제안해 보았다. 일본에서는 “保護者”라는 역어

를 쓰고,94) 중국에서는 “恩主”라는 역어를 쓰기도 하는데,95) patronus가 해방노예

와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96)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합당

하다. 다만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용어여서 특정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는 보

호인이나 마찬가지이다.97) 이에 따라 patronatus에는 “斗護關係”, “斗護制”, “斗護

權” 등의 역어가 대응한다.】 

【附論: 그리고 법률용어에서 ‘~者’―가령 미성년자, 부재자, 실종자, 직무대행

자, 표의자, 재산관리자(민법 제180조); 점유자, 소유자, 공유자, 지상권자, 지역권

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 제3자, 변제자, 

대위자, 공탁자, 청약자, 격지자, 해제권자, 증여자－수증자, 권리주장자, (고용계약

의) 사용자－노무자, (현상광고의) 보수수령권자, (조합의) 업무집행자, (사무)관리

자, (부당이득의) 수익자, 심신상실자, 책임무능력자, 사용자－피용자, 감독자, 공동

불법행위자, 배우자, 친권자, 부양의무자, 권리자, 유언자, 유언집행자 등―와 ‘~人’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청산인, 파산관재인, 대리인, 보증인, 양도인

－양수인,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轉借人, 도급인－수급인, 위임인－수

임인, 임치인－수치인, 후견인－피후견인, 상속인－피상속인 등― 사이에 造語 원

리상 차이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또한 일관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가 者를 

쓰는 경우까지도 대체로 모든 경우에 ‘~人’(가령 未成年人, 自權人－他權人, 虛有

權人, 債權人, 占有人, 當事人, 所有人, 用益權人, 役權設定人, 受遺贈人 등)을 쓰

는 중국과 다른 언어 감각으로 조어했던 일본의 예를 많이 따른 영향이 크겠지만, 

93) 중국에서도 이 용어를 쓰기도 한다. 丘漢平, 120.
94) 柴田光藏, s.v. patrōnus (p.257). 
95) 周枏, 上冊, 238ff.
96) Berger, s.v. Patronatus (p.622); Dirksen, s.v. Patronus (p.688): “§.1. Defensor alterius, 

Advocatus － §.2. Is, cui ex manumissione quaesita sunt iura et officia pietatis erga 
libertum.”: s.v. Patronatus (p.688): “§.1. Defensoris munus. － §.2. Iura et officia erga 
libertum, (quae ex manumissione servi orta sunt.).”

97) 심사자②는 “두호인이란 말도 남한에서는 잘 쓰지 않은 말임”이라는 의견이다. 그러
나 분명히 국어사전에 수록된 표준어이고, 바로 평소에 잘 쓰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로마의 특정한 사회현상을 거의 1대1로 특정하여 지시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것이다.



290   서울 학교 法學 제55권 제1호 (2014. 3.)

어떤 경로를 거쳤든 이젠 관례로 굳어져서 한자의 구성원리에 맞고 더 의미적합한 

새로운 어휘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婚姻適齡보다는 適婚年齡

이 더 적확하다. 전자는 “결혼하기에 적합한 나이”라는 통상적 의미까지 가능하여 

법이 적법한 혼인에 요구하는 일정한 나이라는 규범적 의미로만 이해되기에는 부적

당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워낙 굳어진 용어라 바꾸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 민법의 법률용어에 있어서 그래도 큰 원칙을 추출해 보자면, 분명한 것은 

① 어떤 권리나 의무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는 ‘~權者’, ‘~義務者’ (권리

자, 채권자, 채무자 포함)로 표시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 각종 물권자, 보수수

령권자, 친권자, 부양의무자. 

② 또 직위나 직책을 부여받아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人’을 쓰고, 그렇더라도 

임시의 직책이면 ‘~者’가 쓰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인의 청산인, 파산관재인이지만, 법인 이사의 직무대행자, 조합의 업무집행자이

다. 민법 제180조의 재산관리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포괄

하여 말한 것이므로 앞의 재산관리인과 달리 표현되었다.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통례가 상속인이 유언집행을 하고, 별도의 지정이나 선임은 드

물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③ 같은 맥락에서 법적인 자격이나 지속적인 법적인 상태를 주시하는 때에는 ‘~

人’이 쓰인다. 대표적인 예: 대리인, 상속인. 반면에 그 사람의 어떤 사실적인 행위

나 행동, 또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者’가 쓰인다. 대표적

인 예: 부재자, 실종자, 표의자, 변제자, 청약자, 격지자, 권리주장자, 사무관리자, 

수익자, 불법행위자, 유언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책임무능력자. 

④ 계약관계의 쌍방 당사자를 보면, 고용과 증여를 제외하면 ‘~人’이 쓰이고 있

다. 賣渡者－買受者, 讓渡者－讓受者가 아니라 賣渡人－買受人, 讓渡人－讓受人 

등등이 쓰인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서

로 간에 매매계약 등으로 특별한 구속관계에 들어간 특정 지위의 사람임을 표현하

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때의 人은 말하자면 상호성 내지 雙務性을 표현하

고, 이를 통하여 그 지위가 특정함을 표현했다고 하겠다. 상속인－피상속인이나 후

견인－피후견인도 쌍무적은 아니지만(그래서 독자적인 대립어 대신에 ‘被 ~’ 식의 

조어가 사용되었다)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人이 사용된 것은 

합당하다. 증여의 경우는 이상의 점에서 다르므로 ‘증여인－수증인’이 아니라 ‘증

여자－수증자’이다. 또 고용에서는 雇傭人이라 쓰면 雇主가 아니라 被雇用者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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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므로, 다른 경우와 같이 ‘~人’을 쓴 용어로 통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

어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게 ‘사용자－노무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용

어를 선택한 것은 보통 고용이라고 하면 노동법상의 근로 고용을 생각하므로 이에 

‘근로자’나 ‘노동자’ 등과 같은 계속적 근로관계상의 용어를 피한 것으로 이해된

다. 사실 민법상의 고용 계약은 이런 점에서는 아예 법문에서 사용한 당사자 표시 

용어와도 부합하게 ‘노무사용계약’과 같은 식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전반적

으로 오해의 소지도 없애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로마법에서는 locatio 

conductio operarum을 종래 만연히 민법의 용어를 좇아서 ‘고용’이라 해 왔지만, 차

제에 ‘勞務使用賃約[고용]’으로 그 역어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98) 불법

행위법에서는 같은 使用 관계라도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적

인 권리의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

므로 使用者－被用者를 써서 그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보증인의 경우는 ‘보증자’라

는 대체어가 생각되기 힘들 정도로 굳어진 표현이 되었다. 그 결과 혹 ‘보증자’라

는 말이 쓰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말일 뿐, 보증채무(인수)자라는 법적 의

미를 가지지 못한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자라는 법률적 대리관계가 아닌 생활

관계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일반어가 있지만, 그러나 대리인이라는 용어가 워낙 

정착되어서 이런 광의의 어법에서도 대리인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밖에 造語에 있어서 音便의 문제도 고려되었는지,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고려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현행법과 관련해서는 법령상의 용어 및 강학상 굳어

진 용어들에 대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아직 전문용어가 모

두 적실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든 로마법의 경우에는 아직도 꾸준히 좀 더 좋

은 역어를 안출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전통에서 

얻어오는 것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후술하듯이 ‘推奴’처럼. 그리고 아

울러 한글 학술어의 개발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므로, 漢字語가 선용될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저 단편적인 언급에 그쳤지만, 한자 문화권인 韓

98) 이에 관하여 심사자②는 “노무사용임약: 오히려 현행법상 용어인 고용이 간략하여 낫
다고 보임”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긴 ‘노무사용임약’을 제안한 것은 
‘賃約’(locatio conductio)을 하나의 공통된 기본범주로 설정하여 개념화된 로마법에 맞
춰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locatio conductio rei = 임대차 = ‘物件(使用)임약’, 
locatio conductio operarum = 고용 = ‘勞務(使用)임약’, locatio conductio operis = 도급 
= ‘工作(完成)임약’과 같이 표현해야만 정합적인 용어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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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中ㆍ日 삼국의 번역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 기존의 것에서 선택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 내든지 하여 ―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작업도 지금까지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78) I.26.3/348: sed hae (sc. mulieres) solae, quae pietatis necessitudine ductae ad 

hoc procedunt, ut puta mater: … sed et si qua mulier fuerit, cuius praetor propensam 

in pietatem mentem intellexerit, non sexus verecundiam egredientem sed pietate pro-

ductam, non continere iniuriam pupillorum, admittit eam ad accusationem. 다만 母처

럼 경건의 필연에 의하여 인도되어 이(소추)에 나오게 된 여자들만이 그러하다. … 

그런데 어떤 여자가 경건에 심취한 그녀의 마음이 [여]성으로서의 신중함을 [과도

하게] 넘지 않고 경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피후견인에 대한 침

해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관이 알게 된 그러한 여자인 경우에도, 

그녀가 소추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단 어쩔 수 없는 親愛感에 이끌려서 그런 행

동으로 나서는 여자들에 한한다. 예컨대 母처럼. … 그 외의 여자인 경우에도 法政

官이 그녀의 친애감에 기운 마음을 인식한 경우, 그 마음이 여성으로서의 조신(操

身)함99)을 유월(踰越)하지 않고, 친애감에서 나와서 피후견인에 대한 침해를 참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녀를 소추하도록 허용한다. 

(79) I.26.4/349: ex consilio necessariorum 필요한 친족들의 자문을 구하여 ➜ 親

族會議의 자문을 구하여. 

【여기서 ‘친족회의’란 근친들(necessarii)100)의 모임을 말한다.】

같은 곳: arguere 주장(소추)하다. ➜ 소추하다. 

【바로 앞 문장의 postulare와 동의어이다.101) “주장”이란 역어는 없애야 한다.】 

(80) 기타 법학제요 제1권과 관련하여 지적할 점들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철자가 틀린 것이 제법 발견된다. 확실하게 잡아내서 고쳐

야 할 것이다. 가령 

I.2.3/326: ἔγγραψοι … ἄγραψοι ➜ ἔγγραφοι … ἄγραφοι.

 99) OLD, s.v. uerēcundia, 1 (p.2035): “An attitude of restraint (arising from respect for 
others or a proper humility on one’s own part), modesty.” 단순한 ‘신중함’으로는 미
흡하다.

100) OLD, s.v. necessārius, 2 (p.1164): “One closely connected by ties of friendship, 
relationship, or obligation, a connexion.”; Kahl, s.v. NECESSARII (p.103).

101) Dirksen, s.v. Arguere, §.1., (p.82): “Postulare, Indicare. I. Sy. Accusare, Accusatio.”; 
Kahl, s.v. ARGUERE (p.144); D.50.16.197 Ulpianus libro 50 ad edictum. “Indicasse” 
est detulisse: “arguisse” accusasse et convic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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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5/330: ductatur ➜ ducatur.

I.7/331: quem quasi ➜ quam quasi.

I.10.12/334: cum his etiam incertus est ➜【법학제요의 판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

만, 이 부분은 저본이었던 Gai. I.64를 따르면 his 대신에 is가 되어야 한다.】 

I.11.3/335: insta causa ➜ iusta causa.

같은 곳: suorum bonoram ➜ suorum bonorum.

I.12.2/337: e contario ➜ e contrario.

I.12.4/337: nexibus filiam ➜ nexibus filium.

I.12.10/338: adoptiv ➜ adoptivi.

같은 곳: parentum ➜ parentem.

I.16.6/341: receipit ➜ recipit.

I.20.5/343: (una cum eiusdem … publicas personas) ➜【Krueger의 표준판본에는 

(  )가 없다.】

   

이상의 검토만으로도 初譯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지적되었다고 생각된다. 한 마

디로 요약하자면 번역의 엄 성과 정확성이 미흡한 곳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상으로 이미 이 촌평의 주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시작한 것

이므로 법학제요 제2권 이하에 대해서도 주요한 것을 중심으로 마저 검토하기로 

한다. 다행인 것은 제2권 이하는 평소에 아무래도 자주 접하지 않는 반포칙령과 

人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주 접하는 재산법 관련 내용이어서 그런지 제1권보

다는 오류 역시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이곳들에도 적

지 않게 오류가 끼어 있어서 번역 전체의 신빙성마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것은 매

우 유감이다.

2. 법학제요 제2권

(1) II.1.1/136: et mare et per hoc litora maris. 그리고 바다와 해안이다. ➜ 그리

고 바다와 이것을 통해서 해변도 그렇다.

(2) II.1.1/136: nemo igitur ad litus maris accedere prohibetur, dum tamen villis et 

monumentis et aedificiis abstineat, quia non sunt iuris gentium, sicut et mare. 그리

하여 별장, 기념물, 건물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누구도 해안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별장 등)은 바다처럼 만민법적인 것이 아니기 



294   서울 학교 法學 제55권 제1호 (2014. 3.)

때문이다. ➜ 그러므로 별장, 기념물, 건물들을 건드리지 않는 한, 누구도 해변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바다처럼 만민법적인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로마법상 地上物은 토지에 부속하므로 해변에 세워진 지상물도 해변과 마찬

가지로 만민법적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건축된 지

상물은 만인의 사용이 허용된 만민법적인 물건이 아니므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힌 부분이다.102) “떨어져 있다”는 표현으로는 의미

가 불분명하다.】

(3) II.1.22/143: prope ripam 하제에; IV.15.7/268: ripave eius 또는 그 강둑에서 

➜【역어 통일 필요. ‘하제’를 택한다면 河堤ㆍ河隄라고 한자를 쓸 필요가 있다. 

더 좋기는 강가, 강둑, 강기슭, 강변, 河岸 등 다른 대안을 쓰는 것이다.103)】

(4) II.1.25/143f.: 어떤 이가 타인의 재료로 일정한 形相(물건)을 제작한 경우16) 

자연의 이치에 의할 때 …; 尾註 16)/249: 아리스토텔레스, 생성과 소멸에 관하여Πε-

ρὶ γενέσεως καὶ φθορᾶς, 329a, 18-20: 생성하고 소멸하는 사물은 자신이 그로부

터 나온 질료의 명칭에 의하여 불릴 수 없다. 변화의 결과물만이 基體의 명칭을 유

지한다. 기체의 변화상이 사물이다. ➜【이곳에서는 尾註의 내용이 법학제요 해당 

부분의 이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용문 자체도 이해가 

어렵지만, 이는 차치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가 로마법학에 어떤 식으로 영

향을 미쳤다면 尾註 번호가 붙은 사안의 제시 부분이 아니라 뒤이은 법학자들 사이

의 논의 부분에서 적절히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1.25/145: cum non solum operam suam dedit, sed et partem eiusdem materiae 

praestavit.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勞務만이 아니라 자신 재료의 일부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 ~ 아니라 그 재료의 일부도 ~.

(5) II.1.29/146: actionem quae vocatur de tigno iuncto 들보조합소권 ➜ 들보 조립 

소권.

(6) II.1.35/150: et ideo 그런데 ➜ 그래서.

(7) II.1.37/150: absurdum 당착적인 것 ➜ 語不成說.

102) OLD, s.v. abstineō, C. (intr. uses). 9 (p.13): “To keep one’s hands (off people or 
property), refrain from attacking.”

103) Dirksen, s.v. Ripa (p.849): “Extremitas terrae, quae fluminis alveum cingit. Litus maris”; 
OLD, rīpa (p.1656): “The shelving margin of a river or sim., 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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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I.1.38/151: II.11.2/186 ➜【번역문이 끝나고 나서 “한 칸 아래로 었음”이

라는 조판상의 표시가 그대로 인쇄되어 출간되었다. 최종 교정 이후 출판 과정에

서 기술적인 오류로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어쨌든 글의 신뢰도를 갉아

먹는 오식이다.】

(9) II.4.pr/157: est enim ius in corpore: quo sublato et ipsum tolli necesse est. 즉 

有體的 권리라서 [물건의] 體corpus가 파괴되면 권리 자체도 필연적으로 소멸한다. 

➜ 즉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라서, 그 물건이 파괴되면 ~.

(10) II.4.2/158: utilitatis causa 필요성 때문에 ➜ 실용성 때문에.   

(11) II.4.3/158: Finitur … usus fructus … et non utendo per modum et tempus 용

익역권은 … 그리고 부담이나 기한을 통한 불사용으로 종료한다. ➜ 用益役權은 

… 또 정해진 방식과 기한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도 종료한다.

(12) II.5.2/160: et vix receptum videtur ut hospitem ei recipere liceat … 그런데 

그에게 손님 한 명을 접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최근 인정된 것으로 보인

다. ➜ 그에게 食客 한 명을 들이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급기야 수용된 것으

로 보인다. 

【receptum은 그 내용이 수용되는 과정의 어려움(vix = aegre, difficulter)과 그 수

용에 이르게 된 결과적 시간적 관점(vix = vix tandem)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104) 

전체 문맥으로 보아서는 원래의 인적 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결국 수용되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급기야’/‘마침내’ 쪽이 ‘간신히’/‘겨우’/

‘어렵게’ 쪽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 시간의 관점일 뿐, 그 수용의 

시점이 절대적으로 ‘최근’인지의 여부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7.8.2.1을 참고해 보면,105) 이 문제는 적어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시기로부터

는 이미 오래 전에 결판이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급기야’가 제일 걸맞은 번

역이 될 것이다. 더욱이 receptum이란 이미 그 자체로서 ‘승인되어 정착되었음’을 

104) OLD, s.v. uix, 1 (p.2083): “With difficulty, hardly, not easily”; 2c (p.2083): “~ tandem, 
only just after all this time.” (p.2083). 

105) D.7.8.2.1 Ulpianus libro 17 ad Sabinum. 
    Domus usus relictus est aut marito aut mulieri: si marito, potest illic habitare non 

solus, verum cum familia quoque sua. An et cum libertis, fuit quaestionis, et Celsus 
scripsit, et cum libertis: posse hospitem quoque recipere, nam ita libro octavo decimo 
digestorum scripsit, quam sententiam et Tubero probat. Sed an etiam inquilinum 
recipere possit, apud Labeonem memini tractatum libro posteriorum, et ait Labeo eum, 
qui ipse habitat, inquilinum posse recipere: idem et hospites et libertos su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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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하고,106) 주로 학설법에 관하여 사용되었다.107) 이것 자체가 이미 일정한 시간

적 지속을 전제한다. ‘최근’이라는 시간부사와 잘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테오

필루스의 법학제요 그리스어 改述의 해당 서술을 보면 더 분명해 진다: ἐζητήϑη 

δὲ εἰ φίλον ἔξεστιν αὐτῷ δέχεσϑαι καὶ ἤρεσεν ὥςτε δύνασϑαι (quaesitum est 

an ei liceat hospitem recipere et placuit licere).108) 즉 이 문제는 이미 일찍이 논란

거리였는데, 인정하는 쪽으로 결판이 났고, 그것이 통설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의 일이 아닌 것이다.】

(13) II.6 Titulus/161: DE USUCAPIONIBUS ET LONGI TEMPORIS 

POSSESSIONIBUS 사용취득과 長期간의 점유에 관하여 ➜ 占用取得과 長期占有

時效에 관하여. 

【특히 usucapio는 종래 “사용취득”이라는 역어가 정착된 양상이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usus는 12표법 이래의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고전법학에서 새롭게 

의미를 획득한 占有(possessio)와 同類의 것이므로 단순히 “사용”이라고 하기보다

는 “占用”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적실하다. longi temporis possessio는 longi tempo-

ris praescriptio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옮길 때 “時效”라는 것을 빼면(가령 

‘장기간의 점유’, ‘장기점유의 前書’, ‘장기점유의 항변’ 등) 그 문맥과 의미를 이해

하기 어렵게 되므로 ‘시효’를 표현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14) II.6.pr/162: quae nostro imperio gubernatur 짐의 명령권으로 통치되는 ➜ 짐

의 통치권으로 다스려지는.

(15) II.7.1/167: nam cum prudentibus ambiguum fuerat, utrum donationis an legati 

instar eam obtinere oporteret, et utriusque causae quaedam habebat insignia et alii ad 

aliud genus eam retrahebant, 즉 법률가들에게 모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증여 또

는 유증의 표지를 가지는지 획정할 필요가 있었다. 두 원인으로 어떤 것은 표지를 

가졌고 다른 이들은 다른 종류에 그 것을 귀속시켰다. ➜ 그것[死因贈與]이 증여

에 흡사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유증에 흡사해야 마땅한지가 법률가들에게 모호하였

고, 그것이 양 법률관계의 표지들을 가졌기에 어떤 법률가들은 그것을 이 종류에, 

다른 법률가들은 다른 종류에 끌어다 댔으므로. 

106) OLD, s.v. recipiō, 8b (p.1582): “to adopt in practice; ~eptus, established; ~eptum (sb.) 
an established usage.”

107) Kahl, s.v. RECEPTUM (p.385): “RECEPTUM est, quidquidà plerisque prudentium appro-
batum est.”

108) Theophilus, h.l.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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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오역의 예이다.】 

같은 곳/167: μεγάροι σιν; 같은 곳/168: τι-να … φυ-τεύσω ➜ μεγάροισι(ν); τι-

να … φυτεύσω.

【그밖에 길게 인용한 호메로스의 인용처(Od. 17, 75-83)를 尾註에서 밝혀줄 필

요가 있을 것이다.】

(16) II.7.2/168: sine scriptis 非서면으로; cf. II.10.14/184: sine scriptis 서면에 의

하지 않기 ➜ 서면 없이.  

같은 곳: nostra constitutio 짐의 칙법은 칙법에 따라 ➜【“칙법에 따라” 삭제해야.】 

같은 곳: quantitatem usque ad quingentos solidos ➜ 수량[의 한계]도 500 솔리두

스까지 ➜ 한도액을 500 솔리두스까지. 

(17) II.7.4/170: ius adcrescendi 첨가법 ➜ 添分法.

(18) II.9.2/175: ut filius rerum suarum ex hac emancipatione dominio pro parte de-

fraudetur 가자가 자신 물건의 소유권을 이러한 부권면제에 의하여 박탈되고 ➜ 家

子가 자기 물건의 소유권을 이러한 父權免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즉, 1/3] 박탈당

하고. 

【이 문장에서는 pro parte에 대한 번역이 누락되었다.】 

(19) II.9.2/175-6: inhumanum quid accidebat, ut … quod honoris ei ex emancipa-

tione additum est, quod sui iuris effectus est, hoc per rerum deminutionem decrescat. 

부권면제에 의한 명예의 提高, 즉 자권자로 되는 것이 재산의 감소를 통하여 소멸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 그가 自權者가 되었다는 사실로 그에

게 부권면제로 인하여 부가되었던 명예로운 측면이 재산의 감소로써 줄어드는 비

인간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20) II.9.3/176: et convenienter scilicet legatum per eos vobis adquiritur. 물론 유

증재산도 그들(노예)을 통하여 너희가 취득하는 것이 조화롭다. ➜ 그리고 이와 부

합하게 유증 역시 그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취득된다.

(21) II.9.4/177: per liberam personam, quae bona fide vobis servit 너희에게 선의

로 복무하는 자유인을 통하여; IV.4.6/213: libero, qui tibi bona fide servit 너에게 

선의로 노예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유인에 대하여, et in servo … bona fide tibi ser-

viente 너에게 선의로 복무하는 … 노예의 경우에도 ➜ 善意의 너희/너에게 노예 

노릇하는 자유인[擬似奴隸]을 통하여. 

【이때 선의는 주인 노릇하는 자의 선의를 지시한다.109) 번역상 주의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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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I.9.5/178: procuratorem 사무관리인 ➜ 대리자. 

【procurator는 公私의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널리 쓰이므로 가장 번역하기 어

려운 용어 중의 하나이다.110) 무릇 私法에서는 타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지장

(부재나 장애)이 있을 경우 타인의 사업 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代管者

(representative, agent)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111) 문맥에 따라서 적정한 

역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곳에서는 사무관리자(negotiorum gestor)와 

혼동될 수 있는 역어는 피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같은 곳: longi temporis praescriptionem 장기 전서로써 ➜ 長期時效로써.112) 

【그대로 두더라도 “前書”라고 한자를 써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

혁적으로는 혹 몰라도, 유스티니아누스 법의 맥락에서 ‘前書’라는 역어는 부적절

하다. 굳이 달리 표현하지면 長期‘占有抗辯’이 되어야 할 것이다.113)】

(23) II.9.6/179: si cuius bona libertatum conservandarum causa vobis addicta fuerint 

어떤 이의 재산을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이유로 너희에게 부가되는 경우; cf. III.11 

Titulus/597: DE EO CUI LIBERTATIS CAUSA BONA ADDICUNTUR 자유의 원

인으로 재산이 부여판결되는 자에 관하여; III.11.pr/597: nam si hi qui libertatem 

acceperunt a domino in testamento, ex quo non aditur hereditas, velint bona sibi 

addici libertatium conservandarum causa, audiuntur 즉 주인으로부터 상속승인이 되

지 않은 유언으로 자유를 얻은 자가 유산이 자유보존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되

기를 원하는 경우, 청허되어야 한다; 같은 곳: ut libertatium … tuendarum gratia 

addicantur tibi … 자유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이] 너에게 부여결정되어야 한다. 

➜ 어떤 자의 遺産이 自由保全의 이유로 너희에게 귀속결정이 난 경우. 

【번역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24) II.10.1/179: altero, cum in proelium exituri essent, quod procinctum dicebatur. 

109) Goeschen, 12f.: “hoc de verborum bona fide servire et b. f. possideri usu praemitto, 
ambo plane idem significare, i. e., habere bonam fidem possessorem.” 이 점에서 玄勝
鍾/曺圭昌, 380 (“선의의 노예란 自由人이 그의 身分을 몰라 타인의 奴隸로서 생활
하는 者를 말한다.”)의 설명은 잘못이다.

110) Berger, p.653-655에 보면 procurator가 단독 또는 다른 수식어와 함께 사용된 표제어
만 31개나 된다.

111) OLD, s.v. prōcūrātor, 2 (p.1470): “A person appointed to perform business, administer 
property, etc., in the absence or incapacity of another, a representative, agent.”

112) Berger, s.v. Praescriptio longi temporis (p.645). 
113) Berger, s.v. Praescriptio (p.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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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종류는 ‘陣中式유언’이라고 불렸다. ➜ ~ ‘軍裝遺言’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cum in proelium exituri essent 부분의 번역이 누락되었다.】

(25) II.10.7/182: cum eo tempore quo testamentum signaretur omnium consensu 

hic testis liberorum loco fuerit, nec quisquam esset qui ei status quaestionem moveat 

유언이 봉인되는 그 때에, 모두의 합의로 그 증인이 자유인의 지위에 있었고, 아무

도 그의 지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유언이 봉인되는 시점

에 모두가 공감하기에 이 증인이 自由人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에게 신분 문제

를 제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면.

(26) II.11.1/185: is ergo miles de cuius bonis apud te quaeritur 그래서 자신의 재

산이 너의 면전에서 협상되는 군인 ➜ 그래서 그의 遺産이 貴官/그대의 면전에서 

심리되는 군인.

(27) II.11.1/185-6: potest videri sine scripto hoc modo esse testatus, et voluntas 

eius rata habenda est 서면 없이 [그가] 이 방식으로 유언하였고 그의 의사는 유효

로 인정되어야 한다. ➜ 그가 서면 없이 이 방식으로 유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의사가 追認되어야만 한다.

(28) II.11.1/186: ceterum si, … dixit alicui:  …, non oportet hoc pro testamento 

observari. 어떤 이가 …고 말하는 경우, 이것을 유언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 

이와 달리 … 그가 어떤 이에게 …고 말한 경우 이것을 유언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29) II.11.1/186: alioquin non difficulter post mortem alicuius militis testes ex-

istent, qui adfirment se audisse dicentem aliquem, relinquere se bona cui visum sit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군인의 사후에 자신이 그(군인)가 재산을 그들이 정한 누구에

게 남긴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주정하는 증인들이 자주 등장할 것이다. 

➜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군인의 사후에 어렵지 않게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 군인이 

유산을 그들이 염두에 둔 어떤 이에게 남긴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 자신이 들었다

고 확언하게 될 것이다. 

(30) II.11.4/187: in expeditione degens 전역 중에 살게 되고 ➜ 出征 중에. 

【그대로 두더라도 한자로 ‘戰役’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31) II.11.5/187: testamentum … irritum 유언은 … 무효로; II.13.pr/191: inutiliter 

testabitur 유언은 무효가 되고; II.13.1/192: testamentum … rumpitur … infirmatur 

유언이 … 복멸되고 … 무효가 된다; II.13.5/195: testamenta … infirmanda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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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II.17.pr: testamentum … rumpatur irritumve fiat 유언은 폐기되거나 무효로 

되지; II.17.2/207: rumpitur [유언은] 폐기된다; II.17.3/207: testamentum sublatum 

esse 유언은 파기된다; II.17.3/208: ruptum … testamentum 폐기된 유언; II.17.4/208: 

testamenta … infirmantur 유언이 효력을 잃는다; II.17.5/208: irrita fieri testamenta 

… quae rumpantur 유언이 폐기되어도 무효로 된다; II.17.6/208: inutilia … testa-

menta … irrita facta 무효로 된 유언이 … 무효; II.17.7/209: infirmari testamentum 

유언이 무효로; tabulae … irritae 유언이 … 무효로; III.1.pr/553: ruptum irritumve 

factum 파기 또는 실효되었거나 ➜【로마법의 경우 결과적으로 무효인 유언은 그 

사유에 따라서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를 잘 구별하여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번역자는 혼란스럽다. ruptum = ‘복멸’, ‘폐기’, 

‘파기’; irritum = ‘무효’, ‘실효’; 무효 또는 실효 = ‘irritum’, ‘infirmatum’, ‘inutile’; 

파기 = ‘irritum’, ‘sublatum’ 식으로 一語一譯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여기서 in-

firmari = ‘失效하다’, sublatum < tollere = ‘破棄하다’, inutile = ‘無益한’(실효의 효

과를 간접적으로 표현) 등은 일반적인 용어이다. 전문어로서 testamentum irritum과 

testamentum ruptum은 구별해서 쓰는 경우, 전자는 유언자의 사후 신분변동으로 인

한 실효를,114) 후자는 유복자의 출생이나 새 유언의 작성으로 인한 실효를115) 표

현한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후적인 사유로 실효하

는 유언 일반에 대해 사용되기도 한다. 각각 “喪效유언”, “破毁유언”이라는 역어를 

제안한다.】 

(32) II.11.6/187: atque eorum quibusdam permissum erat etiam in potestate de-

gentibus testari 그들 중 일부는 －권력 하에 있었다면－ [특유재산에 관하여] 유언

할 수 있었다 ➜ 그리고 그들 중 일부에게는 父權 하에 머물고 있더라도 유언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33) II.12.1/189: furiosi autem si per id tempus fecerint testamentum quo furor eo-

rum intermissus est iure testati esse videntur 그런데 정신이상자가 정신이상이 중단

되어 적법하게 유언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는 유언을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 그런데 정신이상자가 정신이상이 중단된 동안에 유언을 작성한 경우

에는 적법하게 유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34) II.13.pr/191: ius … adcrescendi 첨가권 ➜ 添分權.

114) Berger, s.v. Testamentum irritum (p.733f.).
115) Berger, s.v. Testamentum ruptum (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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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I.13.2/193: lege Iunia Velleia 유니우스 발레이우스법 ➜ lege Iunia Vellaea 

유니우스 벨라이우스법. 

【誤打인데 교정이 안 되었다.】 

(36) II.13.5/195: circa adoptivos autem certam induximus divisionem, quae con-

stitutione nostra, quam super adoptivis tulimus, continetur. 양자와 관련하여 짐이 양

자와 관련하여 발령한 칙법에서 특별한 구별을 하였다. ➜ 그런데 養子에 관해서

는 朕은 특정한 구별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養子에 관하여 朕이 발령한 朕의 한 

칙법에 포함되어 있다.

(37) II.14.pr/196: Heredes instituere permissum est tam liberos homines quam ser-

vos tam proprios quam alienos. 자유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예 내지 타인의 노예

에 대한 상속인 지정이 허용된다. ➜ 자유인뿐 아니라 자기의 노예 및 타인의 노

예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38) II.14.pr/197: Servum … testamento manumissum … ab ea muliere … 노예가 

… 여자에 의하여 해방되지 … ➜【testamento의 번역이 누락되었다.】 

(39) II.14.1/197: si … in eadem causa manserit 동일한(노예의) 사정에 머무르는; 

si in eadem causa duraverit [노예로서의] 동일한 지위가 계속된 경우 ➜【causa는 

‘지위’로 통일하는 것이 합당하다.】

(40) II.14.1/198: si vero alienatus fuerit aut vivo testatore aut post mortem eius, 

antequam adeat, debet iussu novi domini adire. at si manumissus est, vivo testatore 

vel mortuo, antequam adeat, suo arbitrio adire hereditatem potest. 유언자가 살아 있

는 동안 또는 그 사후에 양도됐다면, 그 전에 [노예가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

은 새 주인의 명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예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또는 그의 사후에 해방됐다면, 그 전에 [노예가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 [노예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그가 상속승인 하기 전에 유언자 

생전에 또는 死後에 讓渡된 경우에는 그는 새 주인의 명을 받아 상속승인을 해야

만 한다. 그러나 그가 상속승인 하기 전에 유언자 생전 또는 사망 후 解放된 경우

에는 그는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41) II.14.3/198: unicuique dominorum cuius iussu adierit pro portione dominii ad-

quirit hereditatem. 상속 승인의 명을 내린 소유자 각자의 소유권 지분에 비례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 그 노예는 상속승인의 명을 내린 공유자 각인를 위하여 

소유권 지분에 비례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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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I.14.5/198: dextans, deunx, as 5/6, 1 아스 ➜【deunx 11/12의 번역이 누락

되었다.】

(43) II.14.9/200: pro supervacuo haberi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 ➜ 無用한 것으로 

취급.

(44) II.15.pr/201: Potest … plures gradus heredum facere 상속인을 여러 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 ➜ ~ 여러 順次로 ~.

같은 곳: novissimo loco 최후의 지위에; cf. II.15.1/201: locum 지위 ➜ 최종 위치에. 

(45) II.16.5/205: si ius legitimarum hereditatium integrum inter eos custodiri velit 

자녀들에게 법정상속권이 효력을 가지도록 원하는 경우 ➜ 법정상속권이 그들 사

이에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는 경우.

(46) II.17.8/209: neque ex nuda voce heredis nomen admissurum 단순히 구술에 

의한 상속인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 단순한 구술에 의한 상속인 지명

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47) II.18 Titulus/210: DE INOFFICIOSO TESTAMENTO 의무위반의 유언에 관

하여; II.18.pr/210: de inofficioso testamento 무책임한 유언에 기하여 ➜ 背倫遺言

에 관하여. 

【어쨌든 역어 통일이 필요하다. 不倫, 逆倫116), 義務違背 등의 역어도 가능한

데, 背倫이 제일 나은 것 같다.】

(48) II.19.7/216: aut pro herede gerendo 상속인으로서 행위하거나 ➜ 상속인으로 

처신하거나. 

(49) II.20.1/217: legatorum genera quattuor: per vindicationem, per damnationem, 

sinendi modo per praeceptionem 유증의 종류가 넷 … 즉 물권, 채권, 허용, 先取 유

증이 그것이다 ➜ ~ sinendi modo, per praeceptionem ~ 즉 물권적 유증, 채권적 유

증, 허용방식 유증, 선취방식 유증. 

(50) II.20.8/220-221: sive coniunctim sive disiunctim 결합되거나 분리되어; 같은 

곳: coniunctim 결합하여, disiunctim 분리하여 ➜ 둘을 묶거나 따로따로. 

(51) II.20.11/222: sed et si legatarii putavit, valere constat 수유자가 오신하였어도 

… [유증이] 유효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 그(유증자)가 [유증물이] 수유자의 것으

로 생각했어도 유증은 유효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속격인 legatarii를 주격으로 오인하였다.】

116) 周枏, 下冊, 524ff.: ‘遺囑逆倫訴’.



｢유스티니아 스 법학제요 한  初譯｣에 한 善後策 / 崔秉祚   303

(52) II.20.16/223: scierit an ignoraverit, a se legatum esse 자신이 유증으로 부담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 자신의 이행 부담으로 유증되었음을 알든 모르든. 

【‘a se’의 전치사 a의 용법에 관해서는 II.23.12/244 관련 부분에서 후술.】

같은 곳/224: quamvis ignoraverit a se eum legatum esse 자신에 의하여 그가 유

증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을 모르더라도 ➜ 자신의 이행 부담으로 그 노예

가 유증되었음을 몰랐더라도. 

【eum은 유증의 객체인 노예를 가리키지, se와 동일한 주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53) II.20.17/224: si fundus instructus vel cum instrumento legatus fuerit 가장집물 

내지 가재도구를 갖춘 토지가 유증된 경우 ➜ 附帶備品을 갖춘117) 토지가 유증되

거나, 또는 什物118)을 부속시켜 토지가 유증된 경우. 

【D.33.7 De instructo vel instrumento legato와 관련된 것이다.119)】

(54) II.20.18/224: esse enim gregis unum corpus ex distantibus capitibus 가축떼도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 가축떼는 분리된 個頭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物[聚合物]이기 때문이다. 

(55) II.20.20/224: quidquid peculio accedit vel decedit 특유재산에 부가되거나 떨

어진 것은 모두 ➜ 특유재산에 덧붙거나 특유재산에서 빠져나간 것은 무엇이든. 

【참고로 중국에서는 peculium을 特有産이라고 한다.120)】

(56) II.20.20/225: peculium autem nisi legatum fuerit, manumisso non debetur 특

유재산이 유증된 경우에만 해방된 자에게 의무가 생긴다. ➜ 그러나 특유재산은 

유증된 경우가 아니면 노예해방된 자에게 급부할 채무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

【즉, 유증된 경우에만 해방노예가 청구권리자가 된다는 의미.】

(57) II.20.23/225: Optionis legatum 선택 유증 ➜【이것은 D.33.5 De optione vel 

electione legata에 관련된 것이다.121) 그러므로 이곳의 문제는 아니지만, optio와 

electio를 다른 역어를 써서 표시할 필요가 있다. optio에는 ‘選擇’을, electio에는 

‘揀選’을 제안한다.】

117) Dirksen, s.v. Instructus. (Partic.), §.1. (p.483): “Idonee munitus.”; cf. s.v. Instructum, v. 
Instructus. (Subst.) (p.483): “Rerum copia, quae usum rei adiuvant, vel speciem eius ornant.”

118) Dirksen, s.v. Instrumentum, §.1. (p.484): “Adparatus rerum, ad consuetum rei usum 
necessariarum.”

119) Berger, s.v. Instructum domus (fundi) [p.505]; s.v. Instruere domum (fundum) [p.505]; 
Instrumentum fundi (domus) [p.505]; s.v. Legatum instrumenti [p.540].

120) 周枏, 上冊, 152ff.; 丘漢平, 114ff.
121) Berger, s.v. Legatum optionis (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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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226: ne pereat legatum (quod plerique prudentium contra benevolentiam 

introducebant), fortunam esse huius optionis iudicem et sorte esse hoc dirimendum, 

ut, ad quem sors perveniat, illius sententia in optione praecellat. 유증이 소멸하지 않

도록(대부분의 법률가가 관대함 없이 도입한 바인데) 선택의 심판을 담당시키고 

추첨으로서 당첨되는 자의 견해가 선택의 우선권을 가질 것 ➜ 유증이 소멸하지 

않도록 (이 소멸은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관대함에 반하여 도입했던 것이다) 運數

가 이 선택의 심판자여서 추첨으로 이것이 결판이 나야 하므로 당첨이 되는 자의 

견해가 선택에 있어서 우선할 것. 

【이곳에서도 fortunam, dirimendum 등의 번역이 누락되었다.】

(58) II.20.24/226: persona … quam … animo suo testator subiciebat 유언자가 … 

자신의 의사에 넣은 자 ➜ 유언자가 … 심중/염두에 둔 자.

(59) II.20.27/228: evidenter ex ipsius constitutionis lectione 칙법 자체에서 명백히 

읽음으로써 ➜ 칙법 자체의 독해로부터 명백하게.

같은 곳: quia certo iudicio debet quis pro tutela suae posteritati cavere. 어떤 이가 

확실한 심판으로 자신 후손의 후견을 마련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 누구든 자기 

후손을 위한 후견은 확실한 결정122)으로써 마련해야 하므로.

(60) II.20.30/228: falsa demonstratione legatum non peremi 오표시로써 증여가 소

멸하지 않는다. ➜ 유증은 誤表示로써 소멸하지 않는다.

(61) II.20.33/229-230: domino recto etiam ➜ ~ recte ~.

같은 곳: Ex diverso herede instituto servo, quin domino recte etiam sine condicione 

legetur, non dubitatur. nam et si statim post factum testamentum decesserit testator, 

non tamen apud eum qui heres sit dies legati cedere intellegitur, cum hereditas a legato 

separata sit et possit per eum servum alius heres effici, si prius quam iussu domini 

adeat in alterius potestatem translatus sit, vel manumissus ipse heres efficitur: quibus 

casibus utile est legatum: quodsi in eadem causa permanserit et iussu legatarii adierit, 

evanescit legatum. 반면에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되면, 정당한 소유자에게 조건 

없이 유증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유산이 유증과 분리되고 우선 주인

의 명령으로 승인하는 그것이 타인의 권력 하에 이전되거나 해방되어 자신이 상속

인이 된다면, 그 노예를 통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

122) OLD, s.v. iūdicium, 4 (p.979): “The exercise of judgement, the judging or deciding of 
a question (judicial 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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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작성 후 즉시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인 자에게 유증이 개시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유증은 유효이다.【노예가】동일한 사안에 머물고 수유자

의 명으로 승인하는 경우, 유증은 소멸한다. ➜ 반면에 상속인으로 노예가 지정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조건부가 아니라도 정당하게 유증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유언이 작성된 후 즉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증의 권리발생일이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

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상속은 유증과 분리된 것이고, 또 노예가 주인의 명에 의

하여 상속승인하기 전에 타인의 奴主權 하로 이전되었거나 또는 해방되어서 그 

자신이 상속인으로 되는 때에는 그 노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들에는 유증은 유효하다. 그러나 노예가 동일한 지위에 

머물러 있고 수유자[즉 유증을 받은 소유자]의 명으로 상속승인하는 경우에는 [수

유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유증은 무효가 된다.

(62) II.20.34/230: quia … ob id veluti caput atque findamentum intellegitur totius 

testamenti heredis institutio 그에 기하여 예컨대 상속인 지정이 전체 유언의 머리와 

토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그에 기하여 상속인 지정이 전체 유언의 머리와 토

대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veluti는 “예컨대”123)가 아니라 quasi(“말하자면 ~으로서”)의 뜻이다.124)】

(63) II.20.34/230: ordinem … scripturae sequi 문구의 취지를 따르고 ➜ 문구의 

순서를 따르고.

같은 곳: et inter medias heredum institutiones 상속인 지정 중에도 ➜ 상속인 지

정 중간에도.

(64) II.22.1/233-234: Et cum quaesitum esset, duobus heredibus institutis, veluti 

Titio et Seio, si Titii pars aut tota exhausta sit legatis quae nominatim ab eo data 

sunt, aut supra modum onerata, a Seio vero aut nulla relicta sint legata, aut quae 

partem eius dumtaxat in partem dimidiam minuunt, an, quia is quartam partem totius 

hereditatis aut amplius habet, Titio nihil ex legatis quae ab eo relicta sunt retinere li-

ceret: placuit, ut quartam partem suae partis salvam habeat, posse retinere: 예컨대 

티티우스와 세이우스 두 명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는데 티티우스의 지분 전부가, 

123) OLD, s.v. uelut, uelutī, 1 (p.2024): “As for example, for instance.”
124) OLD, s.v. uelut, uelutī, 3b (p.2024): “(introducing similes or methaphors) (w. single 

wds. or phrs.) just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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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되어 그 자신으로부터 공여되는 유증으로 소진되거나 기타 제한으로 부담지워

져 세이우스에게는 아무것도 유증으로 남길 필요가 없거나 그의 지분이 잘반만으

로 감축된 경우, 그가 전체 상속재산의 1/4 또는 그 이상을 갖기 때문에 티티우스

는 아무것도 유증으로부터 보유할 수 없는지 문제되었는데, 자신 지분의 1/4을 가

질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 두 명이, 가령 티티우스와 세이

우스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티티우스의 지분[1/2]이 명시적으로 그가 부담하

는 유증들로 인해 전부가 소진되거나, 또는 법정 한도 이상으로 부담을 지지만, 세

이우스가 부담하는 유증들은 전혀 없거나, 또는 그의 지분[1/2]을 단지 반으로 감

축할 뿐인 유증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가 전체 상속재산의 1/4 또는 그 이상을 가

지므로 티티우스가 그가 부담하는 유증들로부터 아무 것도 보유할 수 없는지의 여

부가 문제되었을 때, 그가 자기 지분의 1/4을 보전하도록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65) II.22.2/234: Quantitas … patrimonii 재산은 … 수량이 ➜ 재산의 가치는.

(66) II.23.pr/236: fideicom- missa, fidei-commissariis ➜【쓸데없는 분철이다. 수

정이 필요하다.】

(67) II.23.1/236: postea primus divus Augustus semel iterumque gratia personarum 

motus, vel quia per ipsius salutem rogatus quis diceretur, aut ob insignem quorun-

dam  perfidiam iussit consulibus auctoritatem suam interponere. 후에 신황 아우구스

투스가 최초로 한번 그리고 반복하여 당사자들에 의하여 촉발되어 또는 [누군가에

게] 부탁이 황제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는 부탁받은 자들의 아주 

중대한 背任 때문에 집정관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개입시키도록 명하였기 때문이

다. ➜ 후에 최초로 神皇 아우구스투스가, 한 번 그리고 재차 해당 人士들에 대한 

厚意로 마음이 움직여서, 또는 그 자신의 만수무강을 건 가운데 누군가가 부탁받

았다고 주장되기 때문에, 혹은 부탁받은 자들의 큰 物議를 일으키는 背任 때문에, 

집정관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개입시키도록 명하였다.

(68) II.23.2/237: cum primum possis hereditatem meam adire ➜【이 구절의 번역

이 누락되었다.】

(69) II.23.5/238: atque lege Falcidia ex legatis retinere 팔키디우스법에 의하여 유

산으로부터 …보유 ➜ ~ 유증들에서 보유.

(70) II.23.6/239: quasi partis et pro parte stipulationes interponebantur tamquam in-

ter partiarium legatarium et heredem ‘지분의 그리고 지분을 위한’ 문답계약이 지분 



｢유스티니아 스 법학제요 한  初譯｣에 한 善後策 / 崔秉祚   307

수유자와 상속인 사이에서처럼 삽입되었다. ➜ ‘持分比例 義務負擔의 문답계약’ 

및 ‘持分權을 위한 문답계약’이 支分受遺者와 상속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체

결되곤 하였다.

【여기서 우선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partiarius = ‘支分’的, pars = ‘持分’에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partis et pro prarte 문답계약들이란 그 語義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支分수유자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부담하

는 채무를 持分에 비례하여 분담하겠다고 약속하는 문답계약과 함께, 상속인이 상

속채권에서 자신이 얻는 만족을 支分수유자와 持分에 비례하여 나누겠다고 약속

하는 문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125) 그래서 항상 복수형 stipu-

lationes가 쓰인다. 그리고 여기서 interponere는 ‘삽입’이라는 일차적인 의미126)가 아

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 어떤 것을 ‘추진 , 실시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127)

참고로 중국에서는 문답계약을 ‘要式口約’이라고 하는데,128) 그 체결의 방식을 

명료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71) II.23.8/241: ex asse heres institutus 유산 전체로써 지정된 상속인; II.23.9/ 

243: 유산 전체에 기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 ➜ 全財産相續人으로 지정된 자/

全産지정상속인.

(72) II.23.12/244: tunc sive pater heredis sive alius quicumque sit, qui fidem elegit 

heredis et ab eo aliquid restitui voluerit ➜【이 부분이 번역에서 缺落되었다.】 

같은 곳: si … iusiurandum ei detulerit 그에게 선서를 넘기는 경우; IV.13.4/257: 

deferente [선서를] 전가하여; IV.16.1/269: iusiurandum omnibus … ex nostra con-

stitutione defertur … 모든 이에게 선서가 짐의 칙법에 따라 부과된다. ➜【선서와 

관련해서는 iusiurandum deferre와 iusiurandum referre의 두 가지 어법이 있다. 전자

는 심판인이 소송당사자 일방에, 또는 소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선서를 인정

하여 맡기는 것[認付]이고, 후자는 상대방이 認付한 선서를 이행하는 대신에 역으

로 상대방에게 선서를 되넘기는 것[返付]을 가리킨다.129) 그냥 선서를 ‘넘기다’ 또

125) Berger, s.v. Partitio legata (p.619).
126) OLD, s.v. interpōnō, 1 (p.946): “To place between or among, intersperse, interpose, 

insert.”; Dirksen, s.v. Interponere, §.1. (p.494): “Inter aliqua ponere, Interserere.”
127) OLD, s.v. interpōnō, 6 (p.947): “To introduce, bring into play, resort to, employ.”; 

Dirksen, s.v. Interponere, §.3. (p.494): “Adponere, Proponere, Celebrare. I. Sy. Adponere, 
Adplicare.”

128) 周枏, 下冊, 718ff.; 丘漢平, 327ff.
129) Berger, s.v. Iusiurandum in litem (p.534); s.v. Iusiurandum necessarium (p.534).



308   서울 학교 法學 제55권 제1호 (2014. 3.)

는 ‘전가하다’라고 표현하면 ‘되넘기다’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우리말로는 전자에

는 “선서를 認付하다”, 후자에는 “선서를 返付하다/되넘기다”가 어떨까 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 선서를 ‘요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견 그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認付”라는 역어를 선택한 것은 때로는 facultatem 

iurisiurandi deferre처럼 ‘선서의 권능’이 목적어가 되는 어법이 쓰이는 것130)을 고

려한 것이다. ‘권능’은 ‘요구하다’와는 잘 맞지 않지만, “認付하다”와는 잘 부합하

기 때문이다. 또 ‘부과하다’라는 역어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떠넘기다’[전가]라는 역어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합하지만, 심판인이 認付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73) II.23.12/244: eadem observari censuimus et si a legatario vel fideicommissario 

aliquid similiter relictum sit. quodsi is a quo relictum dicitur confiteatur quidem ali-

quid a se relictum esse, sed ad legis subtilitatem decurrat, omnimodo cogendus est 

solvere. 유사하게 수유자 또는 신탁수유자에 의하여 어떠한 것이 남겨지는 경우에

도 동일한 바가 준수되도록 짐은 정하였다. 남겼다고 [타인에 의하여] 주장되는 자

가 무엇인가가 자신에 의하여 남겨진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법률 규정집착으로 도

피하는 경우, 어떻게든 지급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 受遺者 또는 信託受遺者

의 이행 부담으로 어떤 것이 유사하게 남겨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가 준수되도록 

朕은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행 부담을 졌다고 주장되는 자가 어떤 것이 자신의 이

행 부담으로 남겨졌음은 認諾하지만, 법률의 엄격한 문언으로 도피하는 때에는 그

는 어떻게든 이행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특히 긍정이 부정으로 바뀐 사례이다. 그리고 여기서 a legatario 또는 a fidei-

commissario의 전치사 a는, 일반적인 수동태 문장에서처럼 주동사 relinquere의 주

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즉 “~에 의하여”), 상속인이 제3수익자에게 이행하도록 

남긴 것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이들이라는 취지를 표시하는 것이

다.131) 남기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상속인이다. 참고로 fideicommissum의 역어를 생

각해 보면, 우리는 종래 信託遺贈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중국에서는 遺産信託으로 

번역한다.132) 이런 저런 고려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굳이 굳어진 표현을 바꿀 

130) C.3.42.4 Imperator Alexander Severus (a.230). 
    Non ignorabit iudex, instrumenta tui iuris, quae penes diversam partem fuisse proba-

veris, si ab eisdem non exhibeantur, iurisiurandi in litem facultatem deferri tibi oportere.
131) OLD, s.v. relinguō, 8c (p.1607): “(leg., w. ab) to leave to be paid (by).”
132) 周枏, 下冊, 618ff.; 丘漢平, 31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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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은 없다고 생각된다.】

(74) II.24.1/245: nam quod amplius est inutiliter relinquitur. 즉 초과하여 남겨지는 

것은 무효이다. ➜ 즉 超過分은 [신탁수유자가] 이행 부담하는 것이 무효이다. 

같은 곳: cum autem aliena res per fideicommissum relinquitur, necesse est ei qui 

rogatus est aut ipsam redimere et praestare aut aestimationem eius solvere. 그런데 

타인의 물건이 신탁유증으로 남겨지는 경우, 부탁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을 매수하

든지 급부하든지 그 평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타인의 물건이 信託遺

贈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남겨지는 경우, 부탁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을 매수해서 

급부하든지, 아니면 그 평가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75) II.24.2/246: libertus, qui etiam orcinus appellatur. ➜ ‘冥府로부터의 피해방노

예’라고도 불린다. ➜ ‘黃泉客의 해방노예’.133) 

【libertus는 글자 그대로는 ‘피해방노예’가 맞지만, ‘해방노예’라고 해도 무방하

고, ‘피해방자유인’도 마찬가지로 ‘해방자유인’이 더 간이하다. 그런데 여기서 li-

bertus와 libertinus를 역어상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노예 지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前主人이 해방시켰다는 점과 그에 따라 前主人에 대한 관계에, 후

자는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인 신분이 된 자’라는 의미로 출생자유인(ingenuus)과 

대비되는 맥락이 주안점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解放奴隸”, 후자는 “解放自由人”

이라는 역어가 적절할 것이다.134)】

(76) II.25.pr/247: primus Lucius Lentulus, ex cuius persona etiam fideicommissa 

coeperunt, codicillos introduxit. 신탁유증도 시작하였던 루키우스 렌툴루스가 최초

로 유산처분문기를 도입하였다. ➜ 그로 인하여 또한 信託遺贈이 시작되었던 루키

우스 렌툴루스가 처음으로 유언보충문기를 도입하였다.

(77) [II.22.pr] 尾註 103)/255: 이로써 유언자의 모든 처분은 좌절된다(실효된(放

棄된) 유언testamentum desertum, destitutum); III.1.7/557: destituto testamento 放棄

된 유언17) + 尾註 17/655: Testamentum destitutum. 放棄된 유언. 유언자보다 먼저 

또는 상속재산을 수령하기 전에 모든 상속인들이 사망한 경우의 유언, 상속이 거

133) 丘漢平, 67은 단순히 ‘亡者之’ 해방자유인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맞지만 Orcus의 의
미가 퇴색되어 너무 밋밋하다. 해방시켜준 前주인이 타계하여 더 이상 이 세상 사람
이 아니므로, 즉 冥界(Orcus)로 내려가서 이미 그곳의 소속이 된(iam in peculio 
Proserpinae et Orci familia numeratus: Apuleius, Metamorphoses 3.9) 황천객이어서 斗
護人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134) 玄勝鍾/曺圭昌, 특히 371ff.은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해방인’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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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유언. 同. testamentum desertum. 이 경우 무유언상속이 되었다. ➜【이것은 

지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승인 전에 사망함으로써 부존재하게 되어 

실효한 유언을 가리키는데,135) ‘放棄된’ 유언이라면 전자의 면만을, ‘좌절된’ 또는 

‘실효된’ 유언이라면 후자의 면만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유언이 ‘실효’하는 사

유는 다른 사유들도 있으므로 ‘실효된’ 유언이라고 하게 되면 적확하지도 않다. 이 

양면을 다 표현하기에는 “廢棄遺言” 쪽이 좀 더 나은데,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부

터 失效를 의도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 하여 상속인 측의 사유로 인하여 유

언상속이 불가능하여 ‘쓸모없게 된 유언’이라는 뜻을 살려서 “廢失遺言”이란 역어

를 제안해 본다.】 

3. 법학제요 제3권

(1) III.1.5/556: fiscus 帝庫; III.11.1/598: 황고 ➜ 皇庫.

(2) III.1.6/556: pariter ad hereditatem vocantur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할 수 있고 

➜ 상속하도록 동등하게 부름을 받고. 

【초역자는 다른 곳에서는(가령 I.17.pr/341; II.19.7/216; III.2.7/570) “상속에/으로 

呼出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136)】 

같은 곳: in parentis sui locum succedere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한다. ➜ 

그들의 父를 代襲相續한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에 있는 우리 민법(제1010조)의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이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代位繼承’137)이라고 한다.】 

(3) III.1.12/560: Eadem haec observantur et in ea bonorum possessione, quam con-

tra tabulas testamenti parentis liberis praeteritis, id est neque heredibus institutis, ne-

que ut oportet exheredatis, praetor pollicetur. nam eos quidem qui in potestate paren-

tis mortis tempore fuerunt et emancipatos vocat praetor ad eam bonorum pos-

sessionem: eos vero qui in adoptiva familia fuerunt per hoc tempus quo naturalis pa-

rens moreretur, repellit. item adoptivos liberos emancipatos ab adoptivo patre, sicut 

ab intestato ita longe minus contra tabulas testamenti, ad bona eius admittit, quia de-

135) Berger, s.v. Testamentum deertum; s.v. Testmentum destitutum (p.733).
136) ad ~ vocare = “(leg.) to call upon to take ~, notify of entitlement to ~”: OLD, s.v. 

uocō, 7c (p.2097).
137) 周枏, 上冊, 47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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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unt in liberorum numero esse. 이러한 동일한 것이 아버지의 유언장에 반하여 묵

과된 자녀들에게, 즉 지정된 상속인도 아니고 요청된 바에 따라 상속 폐제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법무관이 약속한 유산점유에서도 준수된다. 즉 사망 시점에 아버

지의 권력 하에 있던 자들과 부권 면제된 자들을 법무관은 유산의 점유로 부른다. 

생부가 사망하는 시점에 養家에 있던 자들을 그는 내친다. 또한 양부에 의하여 부

권 면제된 양자녀들을 무유언처럼 그렇게 오래 유언장에 반하여 그의 재산을 취득

하도록 허용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녀들의 부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러

한 동일한 것들이 또한, 看過된 자녀들, 즉 상속인으로 지정되지도 않고 제대로 상

속폐제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法政官이 父의 유언서에 반하여 약속하는 유산점

유에서도 준수된다. 즉 사망 시점에 父權 하에 있던 자들과 父權免除된 자들을 법

정관은 이 유산점유로 부른다. 그러나 親父가 사망하는 시점에 養家에 있었던 자

들은 내친다. 또 養父에 의하여 부권면제된 養子女들도, 무유언의 경우에 그렇듯

이 유언서에 반해서는 더더욱이나, 그(親父)의 재산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냐하

면 그들은 더 이상 자녀의 부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longe minus가 가지는 부정의 의미가 오해되었다. 그리고 tabulae 

testamenti는 ‘遺言狀’, ‘遺言書’인데, contra tabulas 또는 secundum tabulas와 같이 

쓰이는 것이므로 물건으로서 지시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관련된 어법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두 측면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III.1.15/562: divi … principes 神的인 元首들 ➜ 神皇들. 

【divus가 쓰인 다른 모든 경우에는 ‘神皇’이라고 한 것과 일관되지 않는다.】 

(5) III.1.16/564: 짐은 dkef들과 ➜ 짐은 아들과. 

【아마도 한글 오타(“아ㄷㄹ”)로 dkef가 된 것을 최종 교정 시 놓친 듯하다.】 

(6) III.2.3/566: 유산 점유; III.1.12/560: 유산의 점유 ➜ 유산점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붙여 쓰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bonorum 

possessio는 어순조차 고정된 전문 법률용어이기 때문이다. 이하 同.】

(7) III.2.7/569: imperfecto iure 불완전하게 ➜ 불완전한 법으로써.

(8) III.3.pr/571: bonorum possessione unde cognati ‘그것으로부터 혈족’ 유산점유

를 ➜ 혈족급 유산점유를. 

【이하 모든 ‘unde liberi’, ‘unde legitimi’, ‘unde decem personae’ 등등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으로부터 ~’라고 하기보다는 “~급”이라는 것이 훨씬 편의하

다. ‘그것으로부터’에서 ‘그것’이란 법정관 고시의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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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II.3.2/571-572: ut mater ingenua trium liberorum ius habens, libertina quattuor 

ad bona filiorum filiarumve admittatur intestatorum mortuorum 그리하여 세 자녀의 

권리를 가지는 生來자유인인 어머니와 피해방 어머니는 … 무유언으로 사망하는 

아들과 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할 수 있다. ➜ 그리하여 세 자녀의 경우 多子의 

특권을 가지는 出生自由人인 母, 네 자녀의 경우 그러한 解放自由人인 母는 무유

언 사망 자녀들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許與된다. 

【이 경우 quattuor의 번역도 누락되었다.】 

(10) III.6.3/578-9: πατρᾧος, υητρᾧος, θεἵος, θεἵα, τηθἰς ➜ πάτρως, μήτρως, 

θεῖος, θεία, τηθίς. 

【Krueger의 표준판본에 따른 것이다. 특히 υητρᾧος는 μητρᾧος의 오류이다.】

(11) III.6.10/581: humanitate suggerente, concessimus 仁으로 推動되어, … 讓與

하였다. ➜ 人道가 고취(鼓吹)하여 허용하였다. 

【suggerente는 humanitas가 주어인 능동태이다. suggerere = suadere, commenda-

re.138)】

(12) III.6.12/582-3: ius adgnationis 종족권, suorum heredum iure 가내상속인의 

법, adgnationis iure 종족법 ➜ 종족으로서의 상속권, 가내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 

【여기서는 ius의 번역이 통일도 깨지고 의미도 어긋났다.】 

(13) III.7.pr/584: aperte iniquum erat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 ~ 

명백하였다.

【지금까지 특별히 時制 관련하여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동사

의 시제가 무시되는 예들이 있었다. 이곳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엄 성이 요구된

다. 왜냐하면 특히 법의 변천을 소개하면서 과거의 일을 보고할 때에는(이 경우 12

표법) 당연히 과거형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14) III.7.3/585: legis Papiae summam 파피우스 법의 최고 ➜ 파피우스 법의 금액.

(15) III.7.4/587: quibus supervenit etiam divi Traiani edictum, quod eundem homi-

nem, si invito vel ignorante patrono ad civitatem venire ex beneficio principis festi-

navit, faciebat vivum quidem civem Romanum, Latinum autem morientem. 보호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보호인이 알지 못하는데 원수의 은전에 의하여 시민권을 취득

하도록 속히 강요되었다면, 동일한 사람을 살아서는 로마시민으로 죽어서는 라틴

138) Dirksen, s.v. Suggerere, §.4. (p.927); OLD, s.v. suggerō, 4 (p.1863): “To indicate as 
possible,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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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만들었던 신황 트라야누스의 고시도 있다. ➜ 이것들 다음에 또한 神皇 트

라야누스의 告示가 나왔는데, 이 고시는 동일한 사람을, 그가 斗護人의 의사에 반

하여 또는 그 不知 중임에도 황제의 恩典에 의하여 시민권을 속히 취득한 경우, 

살아 있을 때는 로마 시민(신분)으로 살도록 했지만, 죽는 것은 라틴인(신분)으로 

죽도록 하였다.

(16) III.8 Titulus/588: DE ADSIGNATIONE LIBERTORUM 피해방자의 指定에 

관하여 ➜ 해방노예의 配定에 관하여. 

【이 章 전체에 대해 모두 바꿀 필요가 있다.】

(17) III.8.pr/588: tamen liceret parenti uni ex liberis adsignare libertum, ut post 

mortem eius solus is patronus habeatur, qui adsignatus est. 불구하고, 한 아버지에게 

자녀들 중에서 그(피해방자)의 사후에 지정된 자만이 보호인으로 인정되(도록) … 

피해방자를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 cui adsignatus est. 그렇지만 父는 자녀

들 중 한 사람에게 피해방자를 배정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러면 그(父)의 사후에 

그(피해방자)가 배정되었던 자만이 斗護人으로 인정된다.

【Krueger의 표준판본에 따른 것이다. 특히 post mortem eius에서 eius는 당연히 

父이지 피해방자일 수 없다. 피해방자가 죽으면 斗護人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

미하다. 이것은 adsignare를 ‘지정’이라고 번역하면서 개념적으로 혼선이 온 까닭이

다. D.50.16.107 Modestinus libro tertio pandectarum: “Adsignare libertum” hoc est 

testificari, cuius ex liberis libertum eum esse voluit. 굳이 ‘지정’을 말하자면 해방노

예가 아니라 斗護人이 지정된다고 할 것이다.】

(18) III.9.5/592: pio proposito 敬義로운 계획…으로써 ➜ 자애로운 의향에서.139)

139) Cf. C.1.3.28.1 et 5 Imperator Leo (a.468): 
1. Et si quidem testator significaverit, per quem desiderat redemptionem fieri captivorum, 
is qui specialiter designatus est legati seu fideicommissi habeat exigendi licentiam et 
pro sua conscientia votum adimpleat testatoris. Sin autem persona non designata testator 
absolute tantummodo summam legati vel fideicommissi taxaverit, quae debeat memoratae 
causae proficere, vir reverentissimus episcopus illius civitatis, ex qua testator oritur, 
habeat facultatem exigendi, quod huius rei gratia fuerit derelictum, pium defuncti 
propositum sine ulla cunctatione ut convenit impleturus.
5. Et ne pium defunctorum propositum improba fraudatorum calliditate celetur, quidquid 
pro huiusmodi causa a testatore relictum fuerit, universi, qui id quocumque modo 
cognoverint, vel in viri clarissimi rectoris provinciae vel in urbis episcopi notitiam 
deferendi habeant liberam facultatem: nec delatoris nomen suspicionemque formident, 
cum fides atque industria eorum tam laude quam honestate non careat ac pa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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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II.9.12/595: Sed bene anteriores principes et huic causae providerunt, ne quis 

pro petendo bonorum possessiones curet, sed, quocumque modo si admittentis eam 

indicium intra statuta tamen tempora ostenderit, plenum habeat earum beneficium. 그

러나 이전 元首들이, 어떤 이가 유산점유 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그러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임의의 방식으로 청구하였다는 표지를 보이는 경우, 그것(유산점유)의 

완전한 은전을 입도록 이 사안에서도 잘 예측하여 규정하였다. ➜ 그러나 이전의 

황제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잘 예비하였으니, 즉 아무도 유산점유 신청으로 마

음쓰지 않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그것(유산점유)을 자기 것으로 청구하

는 자라는 표지를, 법정 기간 내에, 顯示하기만 하면 그것(유산점유)의 滿全의 恩

典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plenus를 perfectus와 식별하기 위하여 ‘滿全의’라는 역어를 사용해 보았다.】

(20) III.13.2/602: re 물건(要物계약)에 의한; III.14 Titulus/602: RE 물건에 의한; 

III.20.1/622: 물건, 언어, 문서, 낙성 계약을 ➜ 要物(的인/으로).

(21) III.14.pr/602: condictio 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 III.15.pr/605: condictio 부당이

득반환청구소권; III.21/625: condictio 이득반환청구소권 ➜ 이득반환청구소권.

(22) III.14.2/603: ob id 그것(사용대차)을 위하여 ➜ 그 때문에.

(23) III.14.3/604: quia, qui neglegenti amico rem custodiendam tradidit, suae facili-

tati id imputare debet. 왜냐하면 부주의한 친구에게 보관을 위하여 물건을 인도한 

자는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 ~ 자신의 경솔 탓으로 

그것을 돌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오역이다. 이곳에서 facilitas = inconstantia, levitas이다.140)】

(24) III.14.4/605: sed quia pignus utriusque gratia datur, et debitoris, quo magis ei 

pecunia crederetur, et creditoris, quo magis ei in tuto sit creditum, placuit sufficere, 

quod ad eam rem custodiendam exactam diligentiam adhiberet: 질권은 금전 차용이 

더 잘 되는 채무자와 채권이 안전하게 있는다는 채권자 양자의 이익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그 물건 보관을 위하여 최고로 엄격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충분

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 그런데 質物/담보물은 양측이 혜택을 보게, 즉 채무자를 

pietate, cum veritatem in publicas aures lucemque deduxerint.
140) Dirksen, s.v. Facilitas, §.2. (p.363); cf. OLD, s.v. facile, 6 (p.667): “Lightly, heedleesly, 

carelessly”: s.v. facilis, 4b (p.667): “(of persons or things) putting no difficulties in the 
way of a particular action or treatment.”; D.4.4.11.4 (‘inconsulta facilitas’); D.3.3.33 
(‘sua facilitate dece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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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그에게 貸金이 더욱 잘 되도록, 또 채권자를 위해서는 貸金한 것이 그에

게 더욱 안전하도록,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물건을 보관하는 데는 면 한 주의의

무를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25) III.15.7/609: sed si quaedam fieri, quaedam non fieri una eademque con-

ceptione stipuletur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다른 어떤 것은 되지 않는다고 동일한 

문답계약 방식에서 문답요약하는 경우 ➜ 그런데 어떤 것은 행해지고, 어떤 것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나의 동일한 作成句를 써서 問答要約하는 경우. 

【‘되고’, ‘안 되고’를 쓰면 당위적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 이곳의 fieri, 

non fieri는 facere, non facere의 수동태를 써서 순전히 사실적인 작위와 부작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의 대상은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 

반면에 IV.15.7/268: cum prohibet praetor … in flumine publico … aliquid fieri 

(… ne quid fiat … qui aliquid facere conatur) 법무관이 … 공공 하천…에서 무엇

인가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이다(… 무엇인가가 되지 않도록 …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이다) ➜ ~ 施工되는 것을 ~(… ~ 시공되지 않도록 … ~ 시공하려는 자

이다). 

【이 경우는 facere와 fieri는 그 행위의 표적이 opus(工事)이다.】

(26) III.17.1/611: idem iuris est et in liberis qui in potestate patris sunt, ex quibus 

causis adquirere possunt. 그러한 사안들에서 취득할 수 있는, 아버지 권력 하에 있

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 父權 하에 있는 자식들의 경우에도 동

일한 법리인데, 그들이 (父를 위하여)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에서 그러하다.

(27) III.17.3/611: Servus communis stipulando unicuique dominorum pro portione 

dominii adquirit, 공유 노예가 문답요약하는 경우, 그의 취득[채권]은 주인 1인에게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속한다. ➜ 공유 노예는 문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인들 

각각을 위하여 소유권/공유 지분 비율대로 취득한다.

(28) III.18.pr/612: Stipulationum aliae iudiciales sunt, aliae praetoriae, aliae con-

ventionales, aliae communes tam praetoriae quam iudiciales. 문답계약의 일부는 심

판인형, 일부는 법무관형, 일부는 약정형, 일부는 법무관형이자 동시에 심판인형인

(혼성) 문답계약이다. ➜ ~ 심판인에 의한/심판인이 명하는, ~ 法政官에 의한/法政

官이 명하는, ~ 약정에 의한, ~ 혼성의 것으로 법정관에 의한/법정관이 명하는 것

이기도 심판인에 의한/심판인이 명하는 것이기도 한 문답계약이다.

【‘~형’이란 표현은 내용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다소 어색하기까지 하다. 법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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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하는 문답계약을 ‘諭令口約’이라고 표현하는 것141)은 너무 한문투이다.】

(29) III.18.1/612: de persequendo servo qui in fuga est 도망 중 노예의 추적에 관

한 담보문답계약 ➜ 推奴담보문답계약.

(30) III.18.2/612: veluti damni infecti vel legatorum 예컨대 미발생손해담보문답

계약이나 유증 문답계약 ➜ 예컨대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이나 유증보전목적 

담보문답계약. 

【cautio legatorum servandorum causa를 말한다(D.36.3).】

(31) III.18.4/612: veluti rem salvam fore pupilli 예컨대 피후견인의 재산이 보유

된다는 문답계약 ➜ 예컨대 피후견인재산보존 문답계약.

III.19.20/620: si … stipulatus est, rem pupilli salvam fore ➜ 피후견인의 재산이 

유지되도록 문답요약을 한 경우 ➜ 피후견인재산보존 문답계약을 요약한 경우.

(32) III.19.1/613: hippocentaurum 半人馬 ➜ 半人半馬.

(33) III.19.2/614: initio utiliter res 처음에는 물건이 무효로 ➜ ~ 유효하게. 

같은 곳: rem … religiosam 宗敎物; III.23.5/631: loca … religiosa 宗敎所 ➜ (地)

靈物/墳墓, 墓所. 

【res sacra, res sancta, res religiosa 등 물건의 역어와 관련하여 종전의 역어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분묘를 의미하는 res religiosa를 ‘종교물’이라 번역하

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神息物이란 번역도 있으나142) 오해의 소지가 많다.】

(34) III.20.7/624: κελέυω ➜ κελεύω.

(35) III.21.pr/625: Olim scriptura fiebat obligatio, quae nominibus fieri dicebatur, 

quae nomina hodie non sunt in usu. Plane si quis debere se scripserit quod nume-

ratum ei non est, de pecunia minime numerata post multum temporis exceptionem op-

ponere non potest: 예전에 이름[의 기입]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된, 문서에 의한 

채무가 되었다. 그 채권이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이가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채무부담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상당 기간 후에는 금전 채무

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 예전에는 文記로써 채무가 이루

어졌었는데, 이 채무는 記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되었지만, 이 記名이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가 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자기

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기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금전에 관하여 상당한 기

141) 周枏, 下冊, 981f.
142) 丘漢平, 169f.: “神息物者, 用以供神安息之物也. 墳墓葬地屬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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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난 후에는 항변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곳에서 plane는 다른 경우들과 달리 逆接詞 sed의 의미로 쓰였다. 이런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가령 ｢D.9.2.7.4 Ulpianus 

libro 18 ad edictum. Si quis in colluctatione vel in pancratio, vel pugiles dum inter 

se exercentur alius alium occiderit, si quidem in publico certamine alius alium occi-

derit, cessat Aquilia, quia gloriae causa et virtutis, non iniuriae gratia videtur 

damnum datum. Hoc autem in servo non procedit, quoniam ingenui solent certare: in 

filio familias vulnerato procedit. Plane si cedentem vulneraverit, erit Aquiliae locus 

… 즉, 공개적인 경기에서 상대방을 살해하면 불법침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량을 겨뤄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해를 입은 家子를 살해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아퀼리우스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항한 자를 상해를 입히면 아

퀼리우스 법이 적용된다.｣】

같은 곳: sic fit ut et hodie, dum queri non potest. scriptura obligetur: et ex ea 

nascitur condictio, cessante scilicet verborum obligatione. 항변할 수 없는 경우, 오늘

날에도 기입으로 채무부담하도록 된다. 그리고 언어채무가 소멸하고서, 그것(기입)

로부터 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 sic fit, ut et hodie, dum queri non potest, 

scriptura obligetur: 이래서 오늘날에도, 항변을 할 수 없어서 記入으로써 채무부담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對人訴權이 발생하는데, 즉 言成채무가 없

는 경우 말이다.

(36) III.22.1/626: quia neque scriptura neque praesentia omnimodo opus est 記入

도 現在도 전혀 필요하지 않고 ➜ ~ 臨在도/現在하는 것도/그 자리에 있는 것도 ~.

(37) III.22.2/626: Unde inter absentes quoque talia negotia contrahuntur, veluti per 

epistulam aut per nuntium. 그리하여 격지자 간에도 예컨대 서한이나 使者에 의한 

그러한 법률행위가 체결된다. ➜ ~ 使者를 통하여 ~.

(38) III.23.pr/627: sed haec quidem de emptionibus et venditionibus quae sine 

scriptura consistunt obtinere oportet: 그런데 이것들은 문서 없이 성립하는 매매에 

관하여 효력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이것들은 실로 文記 없이 성립하는 매매에 

한하여 타당해야만 한다.

같은 곳: manu propria 自手로 ➜ 自筆로.143)

143) OLD, manus1, 19 (p.1077): “The hand as the part with which writing is done.”; 
Dirksen, s.v. Manus, §.2.C, (p.569): “Scriptura propria, Scriptum, Cau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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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 … non aliter perfectam esse emptionem et venditionem constituimus, … 

et, si per tabellionem fiunt, nisi et completiones acceperint et fuerint partibus 

absoluta. donec enim aliquid ex his deest, et poenitentiae locus est et potest emptor 

vel venditor sine poena recedere ab emptione.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완성

된 것이 인정되고 부분들이 [모두] 완벽해야만 매매가 완성된다고 정하였다. 왜냐

하면 어떤 것이 있지 않은 동안은 후회의 여지가 있고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어

떠한] 징벌 없이 매매로부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朕은 … (계약서가) 公

證人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완결되어 당사자들에게 교부되지 않으

면 매매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정하였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빠

져 있는 한, 의사 철회가 가능하여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징벌 없이 매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39) III.23.1/628: ex empto actione … ex vendito agente 매수물 소권으로 … 매

도물 소권으로 ➜ 買受訴權으로 … 賣渡訴權으로. 

【종래 보통 ‘매수인 소권’, ‘매도인 소권’이란 역어가 사용되었는데, 간편하게 

“매수소권”, “매도소권”이면 족할 것 같다. 다른 표현인 actio empti, actio venditi의 

경우도 같다. 아니 이것이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emptum, venditum은 ‘매수인’,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물’, ‘매도물’도 아니며 정확히 ‘매수’와 ‘매도’이기 때문이

다.144)】

(40) III.23.2/629: Ἀχαιο / ί ➜ Ἀχαιοί. 

【원문에서 Ἀχαιοί가 행이 바뀌면서 마지막 ί가 다음 행으로 렸고, 그 결과 

외견상 두 개의 단어인 양 인쇄가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어 語詞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래아 한글프로그램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최종 교

정 단계에서 최대한 보정이 되도록(가령 분철 표시를 넣거나, 글자간격을 조정해

서라도 합치거나 하는 등) 조치했어야 할 것이다.】

(41) III.24.1/632: praescriptis verbis actio 前書의 소권; III.24.2/633: 前書 소권; 

IV.6.28: 前加文 訴權 ➜ 前加文訴權. 

【역어 자체가 “~의 ~”처럼 구성되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역어인지가 불분명

해지는 난점이 따를 수 있다. 前置文이라는 역어도 가능하지만, 소송방식서에서 

그 있는 또는 두는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부분에 덧붙인다는 사정

144) Dirksen, s.v. Emtum, §.2. (p.322): “Emtio, Contractus emendi”; s.v. Venditum (p.988): 
“Vend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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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前加文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번역자도 나중에는 이 역어를 취

하였다.】

(42) III.24.5/634: secundum legem conductionis … in lege 임약 법률에 따른 … 

법률에 ➜ 賃約 계약조항에 따른 … 계약조항에. 

【이때 lex는 lex contractus, 즉 계약조항/約款이다. 이런 의미로 또한 ius도 사용

된다. 가령 D.50.17.100 Gaius libro primo regularum: Omnia, quae iure contrahuntur, 

contrario iure pereunt.】

(43) III.26.6/641: otiosam pecuniam 한가한 금전을 ➜ 遊休資金/여윳돈을.

(44) III.26.10/643: utilitatis causa 이익성의 이유로; III.27.1/645: 유익성에 기하여 

➜ 有益性의 이유에서.

4. 법학제요 제4권

(1) IV.3.pr/204: cuius primo capite 그 법의 제1장에; IV.3.12/208: Caput se-

cundum 제2장; IV.3.13/208: Capite tertio 제3장에 ➜ ~ 제1조에, 제2조, 제3조에. 

【이때 caput는 條(= capitulum)의 의미이다.145) 참고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新勅法集(Iustiniani Novellae)에 수록된 칙령에 붙인 일련번호를 “조항”이라고 표

현하는 예가 보인다.146) 이것은 우리가 통상 ‘條項’이라고 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용법이다. 이때 일련번호는 글자 그대로 순번(No.)의 뜻일 뿐이고, 그것도 현재 標

準行用本인 Schoell/Kroll 편집본의 순번일 뿐이다. 신칙법의 다른 輯錄들

(Collectiones)의 경우 같은 칙령에 대해 그 숫자가 다른 것이 그 증거이다.】

(2) IV.3.2/205: ‘Iniuria’ autem occidere intellegitur, qui nullo iure occidit. 권리 없

이 살해하는 자가 ‘위법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그런데 ‘불법하게’ 살

해하는 것이란 위법하게 살해하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 문장은 定義하는 것이므로 이같이 옮겨 보았다. 그리고 nullo iure는 객관적

인 법 위배를 말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살해할’―이런 권리는 일반적으로 없다 

― 권리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145) Kahl, s.v. CAPITA legum (p.242); OLD, s.v. caput, 18 (p.275): “A single clause, 
section, paragraph.”; Dirksen, s.v. Caput, §.11. (p.116): “Sungulum rei cuiuscunque 
membrum. Articulus.”

146) 황원호, 서양사론, 제119호, 263 n.33 (“칙령 8조항(Novels, 8)”; n.34 (“칙령 8, 24, 25, 
28, 29조항(Novels, 8, 24, 25, 28, 29)” 및 이하 곳곳에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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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V.3.5/206: ex arbore deiecto ramo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 ➜ 나무에서 내

던져진/내던진 가지로. 

【de(j)icio는 타동사이다.147)】

(4) IV.4.1/211: sive quis matremfamilias aut praetextatum praetextatamve adsecta-

tus fuerit, sive cuius pudicitia attentata esse dicetur: 또는 어떤 이가 가모 또는 청년 

남자나 청년 여자를 끊임없이 쫓는 경우 또는 어떤 이의 염결성이 침해되었다고 

말해지는 경우 ➜ 淑女나 남녀 貴靑少年을 스토킹하거나/뒤쫓아 다니거나, 또는 

이들의 純潔이 공격당했다고 이야기되는 경우. 

【adsectari는 이 문맥에서 정확히 스토킹(stalking)이다.148) pudicitia는 ‘염결성’, 

즉 청렴결백함이 아니라 性的인 순결성을 의미한다.149)】 

(5) IV.4.9/214: ex facto 사실에 기하여 ➜ 행위에 기하여.

(6) IV.4.11/216: verum ille quoque continebitur qui dolo fecit vel qui curavit ut 

cui mala pugno percuteretur.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을 악의로 하도록 하거

나 어떤 이에게 조력한 자도 책임질 것이다. ➜ 어떤 이의 면상이 주먹으로 가격

되도록 악의로 야기했거나 또는 조력한 자도 포함될 것이다.

(7) IV.6.25/229: de eo quod metus causa factum sit 강박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

에 관한 소권 ➜【이 기회에 번역자의 다른 논고에서 발견된 관련 오류를 지적하

기로 한다. ｢metus vani hominis 虛構人에 의한 강박150) ➜ 겁약(怯弱)한/겁렬(怯

劣)한 사람이 느끼는 공포감｣. 이것은 관련 개소 D.4.2.6 (Gaius libro quartum ad 

edictum provinciale. Metum autem non vani hominis, sed qui merito et in homine 

constantissimo cadat, ad hoc edictum pertinere dicemus.)을 조금이라도 면 히 보았

다면 있을 수 없는 犯失이다.151)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로마법에 국한하여 한 마

147) OLD, s.v. dēiciō ~icere ~iēci ~iectum, tr., 1 (p.505): “To throw (a thing) down 
towards a lower position, cause to fall.”; Kahl, s.v. DEJICERE (p.445): “DEJICERE est ex 
eminentiore loco aliquid demittere, quod noceat aut statim aut aliquo temporis 
intervallo.”

148) WNWD, s.v. stalk1, 2 b) [p.618]: “to pursue (a person) in a persistent, harassing, 
obsessive way.”

149) OLD, s.v. pudīcitia (p.1514): “Sexual purity, chastity, virtue.”; Dirksen, s.v. Pudicitia 
(p.790): “Castitas, Verecundia.”

150) 성중모, 法史學硏究, 第46號, 498.
151) OLD, s.v. uānus, 6 (p.2010): “(of persons) Lacking judgement or solid qualities of 

mind,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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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만 덧붙이자면, 주제와 관련하여 ἀνάγκη, τύχη, εἱμαρμένη 등과 법의 문제를 

다루자면 강박소권을 검토하기152)보다는 대응어인 necessitas, fortuna, fatum 등이 

논거로 등장하는 개소들을 검토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D.1.3.40 (Modestinus 

libro secundo regularum. Ergo omne ius aut consensus fecit aut necessitas constituit 

aut firmavit consuetudo.)을 예의 검토했어야 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D.1.5.4.pr 

(Florentinus libro nono institutionum. Libertas est naturalis facultas eius quod cuique 

facere libet, nisi si quid vi aut iure prohibetur.)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동

시에 관련개념인 casus, impossibilitas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

(8) IV.6.28/230: Actionum … quaedam bonae fidei sunt, quaedam stricti iuris 소

권들 중 어떤 것은 誠意소권이고 어떤 것은 엄격소권이다. ➜【종래 bonae fidei 

iudicia에 대하여 ‘誠意소송’이라는 역어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송들의 

핵심이 그 방식서에 ‘ex fide bona’, 즉 ‘신의성실에 기하여’ 또는 ‘良信에 기하여’

라는 구절이 포함된다는 점에 있고, 이처럼 이 경우 bona fides가 주관적인 不知 

상태를 뜻하는 善意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호적인 법률관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법원리 내지 법원칙을 의미하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옮기고 있다면, 

그에 기초한 bonae fidei iudicia를 誠‘意’소송이라고 옮기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중국에서는 “誠信”소송이라는 역어를 쓰는데, 이쪽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렇

다면 ex fide bona의 역어 역시 종래 써온 ‘良信에 기하여’보다는 ‘誠信에 기하여’

로 바꾸는 것이 일관될 터인데, 이 경우에는 이해의 편의를 생각하면 아예 ‘信義

誠實에 기하여’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최선으로 보인다.153) 또 이와 대비되는 

stricti iuris iudicia도 종래 ‘嚴正’소송 또는 ‘嚴格’소송이라고 번역해 써 왔는데, 이 

역시 逐語的인 중국의 “嚴法”소송이 의미 면에서는 더 적확하다.154)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심사자②는 이 용어는 “역어가 간략한 점이 장점이나, 엄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법소송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짝이 되는 誠信소송과 동일한 글자수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嚴格法소

송’이 알아듣기에도 더 좋은 역어이다.】

같은 곳: ex empto, vendito, locato, conducto 매수, 매도, 임약차주, 임약대주 (소

152) 성중모, 法史學硏究, 第46號, 497f.
153) 이미 同旨 최병조 代表編譯, 27.
154) 周枏, 下冊, 956f. 반면에 丘漢平, 441은 각각 ‘善意訴訟’, ‘非善意訴訟’, ‘嚴格訴訟’ 

등의 역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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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ex empto vendito, locato conducto 매매, 임약 (소권). 

(9) IV.6.29/231: 저당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우위에 있다고 정하였다 ➜ ~ 우선

한다고 ~. 

【“우위에 있다고”가 중복되었다. 교정이 꼼꼼하지 못한 탓이다.】

(10) IV.6.33d/235: 자기 상대당의 지위는 ➜ ~ 상대방의 ~.

(11) IV.13.4/257: de periurio 違誓를 ➜ 거짓선서/僞誓/虛誓를. 

【periurium은, 특히 이 맥락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없다고 선서한 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 처음부터 거짓이었을[僞] 그 선서에 대하여 사용하는 말

이다. 심판인이 認付한 선서에서 僞誓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데,155) 그러나 이처

럼 채권자가 선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僞誓 여부를 심판인이 조사하지 않고, 채권

자에게 법률상 여전히 인정되는 채무 이행의 청구에 대하여 선서한 채무자에게 항

변을 인정하므로 실제로는 periurium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서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違]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12) IV.15.pr/262: praetor aut iubebat aliquid fieri aut fieri prohibebat 법무관이 무

엇이 되도록 명하거나 또는 되는 것을 금지한; IV.15.1/263: aliquid fieri quo peius 

navigetur 항행을 악화시킬 무엇인가가 되는 것 ➜ 法政官이 어떤 것이 행해지도록 

명하거나 또는 행해지는 것을 금지한; 항행을 악화시킬 어떤 것이 행해지는 것. 

【특시명령은 신청자의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명하는 

것이므로 fieri는 그 상대방의 facere를 수동태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냥 ‘되다’ 

동사를 쓰면 행위자와 그 행위의 능동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같은 곳: pro herede aut pro possessore 상속인으로서 또는 점유자로서; 

IV.15.3/264: 상속인으로 또는 점유자로서 ➜ 處身相續人으로서 또는 無斷占有者

로서.156) 

같은 곳: quia interdicere est denuntiare et prohibere: 그러나 ‘interdicere’가 비난

하다와 금지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 ‘interdicere’는 통고하여 금지하는 것이

므로. 

【denuntiare에는 기껏해야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도의 선언’이라는 의미에서 ‘협

박하다’(threaten)는 어의는 있지만 ‘비난하다’는 뜻은 없다.157) 참고로 interdictum

155) Berger, s.v. Periurium (p.628).
156) 상세는 최병조,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60ff. (pro possessore); 서울 학교 法

學, 제50권 제2호, 463f. (pro he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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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국에서는 令狀,158) 禁令159) 등으로 옮기는데, 특정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特示命令 쪽이 낫다.】 

(13) IV.15.4a/266: alium vi expulerat 타인으로부터 폭력으로 탈취하거나 ➜ 타인

을 폭력으로 축출했거나.

(14) IV.15.7/268: Tertia divisio interdictorum haec est, quod aut simplicia sunt aut 

duplicia. 특시명령의 세 번째 구분은 단순(편면적) 특시명령과 이중(쌍면적) 특시명

령이다. ➜ ~ 片面特示命令과 雙面特示命令이다. 

【‘단순’의 상대어로는 ‘복합’이나 ‘혼합’이, 또 ‘二重’의 상대어로는 ‘단일’이 떠

오를 수 있고, 특히 두 용어 모두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하나만 할 수 있

는지, 아니면 두 역할 모두가 가능한지에 따른 구분을 표시하기에는 그 의미가 적

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단일한 역어를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 역어를 제시

하는 것보다 혼란이 덜하다.】

같은 곳: uti possidetis interdictum et utrubi ‘너희가 점유하듯이’ 특시명령과 ‘어

느 편에’ 특시명령 ➜ 不動産占有妨害禁止특시명령과 動産占有妨害禁止특시명령. 

【번역자처럼 직역을 하려면 적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덧붙

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직역할 경우 utrubi는 ‘양편 중 어느 편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촌평자가 제시한 역어는 다소 길지만, 그렇다고 번역자의 것보다 더 긴 것

도 아니면서 그 내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 IV.15.8/268-9: De ordine et veteri exitu interdictorum supervacuum est hodie 

dicere:  nam quotiens extra ordinem ius dicitur, qualia sunt hodie omnia iudicia, non 

est necesse reddi interdictum, sed perinde iudicatur sine interdictis atque si utilis ac-

tio ex causa interdicti reddita fuisset. 오늘날 특시명령의 절차와 예전의 종료에 관

하여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즉 오늘날 모든 소송이 그런데, 비상 소송이 개시되

는 경우, 특시명령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특시명령을 기초로 소권이 부

여된 것처럼 특시명령 없이 판결된다. ➜ 特示命令의 절차와 예전에 있었던 종료

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非常審理節次로 법이 선언

되는 경우 ― 오늘날은 모든 소송이 이렇다 ―, 특시명령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지 않고, 특시명령 없이 마치 특시명령 사유로 유용한 소권이 부여된 것처럼 재판

157) OLD, s.v. dēnuntiō (p.516f.).
158) 周枏, 下冊, 982ff.(令狀); 上冊, 454ff.(占有令狀); 丘漢平, 217ff.(占有之令狀).
159) 丘漢平, 445ff.(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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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16) IV.16.pr/269: iurisiurandi religione 선서의 신중함으로 ➜ 선서의 危懼心으로. 

【Cf. D.28.7.8.pr Ulpianus libro 50 ad edictum: … cum enim faciles sint nonnulli 

hominum ad iurandum contemptu religionis, alii perquam timidi metu divini numinis 

usque ad superstitionem …】 

(17) IV.16.3/271: utique enim in primis adversarius in ius vocandus est, id est ad 

eum vocandus est qui ius dicturus sit. 즉 적어도 특히 상대방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야, 즉 사법작용을 할 자에게 소환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먼저 상

대방이 法廷으로, 즉 법을 선언할 자에게로, 소환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18) IV.17.pr/271: et quidem in primis illud observare debet iudex, ne aliter iu-

dicet quam legibus aut constitutionibus aut moribus proditum est. 심판인은 특히 법

률 또는 칙법 또는 관습에 의하여 기초되는 것만을 심판하도록 살펴야 한다. ➜ 

심판인은 실로 먼저 법률 또는 칙법 또는 관습법으로 정해진 바와 달리 심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 IV.17.1/271: Publium Maevium Lucio Titio decem aureis condemno 푸블리우

스 마이비우스에 대하여 루키우스 티티우스에게 10금을 지급(할) … 것을 유책판

결한다. ➜ 나는/본관은 푸블리우스 마이비우스가 ~.

(20) IV.17.2/272: praedo 강탈자(=악의 점유자) ➜ 無斷占有者. 

【이에 관해서는 로마법대전 자체에 개념 규정이 분명하다.160)】 

(21) IV.17.5/274: Eadem interveniunt 동일한 것이 … 효력이 있다. ➜ 동일한 것

이 해당된다.

160) D.5.3.11.1 Ulpianus libro 15 ad edictum. 
Pro possessore vero possidet praedo, 
D.5.3.12 Ulpianus libro 67 ad edictum. 
Qui interrogatus cur possideat, responsurus sit “quia possideo” nec contendet se heredem 
vel per mendacium, 
D.5.3.13.pr Ulpianus libro 15 ad edictum. 
Nec ullam causam possessionis possit dicere: et ideo fur et raptor petitione hereditatis 
tenentur. 
D.5.3.25.3 Ulpianus libro 15 ad edictum. 
Quod autem ait senatus “eos qui bona invasissent”, loquitur de praedonibus, id est de 
his qui, cum scirent ad se non pertinere hereditatem, invaserunt bona, scilicet cum 
nullam causam haberent possidendi.
또한 Berger, s.v. Praedo (p.642); Dirksen, s.v. Praedo, §.2. (p.742): “Iniustus poss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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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 commode 실익 있게 ➜ 편리하게.

(22) IV.17.6/275: veluti si quis iubente iudice metiri agros passus non fuerit 예컨

대 어떤 이가 심판인이 명하는데 경지가 측량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경우처럼 ➜ ~ 

측량되는 것을 容忍/受忍하지 않은 경우처럼.

(23) IV.18.7/278: qui testamentum vel aliud instrumentum falsum … recitaverit 위

조 유언 또는 다른 위조 문서를 … 주장하고 ➜ ~ … 공개적으로 援用하고.161)

5. 기타 지적할 점

(1)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못 했으나, 많은 문장들의 어순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또 매우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쉼표의 사용을 거의 배제한 결과 이해에 어

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어순과 함께 가독성을 위하여 재고할 점

이다.

(3) 번역 문장에서 [  ] 또는 (  )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서 보기에 번삽하고 읽

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다. 문장을 가다듬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것

으로 보인다.

(4) 漢字의 사용이 거의 완벽하게 배제된 결과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

는 일이 적지 않다. 한자어도 우리말에 속하는 이상, 법학제요와 같은 전문서적에

서 한글전용을 고집하는 것은 득책이 전혀 아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

어도 附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비록 국어기본법이 공문서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고, 그것도 공문서에 관한 원

칙일 뿐이므로, 동 시행령 제11조는 한자나 외국 글자―여기서 너무나 타당하게도 

한자는 외국 글자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를 쓸 수 있는 중요한 의미 있는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유로는 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②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

다. 공문서가 이러할진대 학술 분야에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5) 틈틈이 지적했지만, 번역의 대상이 된 라틴어 텍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오식을 밝혀내야 함은 물론이지만, 판본에 따라 다른 이해가 가능한 곳

161) Dirksen, s.v. Recitare, §.2. (p.815): “De scripto legere, et enunciare”; OLD, s.v. recitō, 1 
(p.1583): “Read out or repeat aloud, recite (esp. in public).” 위조 유언의 내용 공언이
란 공표자가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원용하는 것, 즉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
법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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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취사선택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선택의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6) 법률 문헌의 번역은 단순히 어문학적인 접근만으로는 미흡하기 마련이다. 특

히 로마법 원전처럼 쉽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

존의 연구 성과들도 두루 열심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는 lex regia를 설명

하는 부분(법학제요 I.2.6)에 나온 ei et in eum 등을 대표적인 시례로 잡아서 예증

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尾

註의 설명들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일반 독자, 아니면 적어

도 법학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III. 맺음말

법학제요의 전체상을 알 수 있는 완역이 나온 것은 정말로 경하할 일이지만,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初譯이라 하더라도 그 번역에는 개선해야 할 점들

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러는 단순한 誤打나 誤植으로 보이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는 번역자의 부주의와 오해가 빚은 오류이거나, 번역 문장의 구성상 

부적절성으로 인한 것들이다. 물론 번역하는 사람에 따른 다소간의 어휘 선택과 

어감의 문제에 속하는 것들도 피력하였다. 

初譯은 전문 학술지를 통하여 이미 일반에 공표된 것이어서 그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로마법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독자들에게 속히 알려 참고하도록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절박하였고, 이 촌평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더 나은 

번역이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심정도 있어서 善後策으로 시도해 본 것이 이 글이

다. 초역자 역시 “앞으로 이 초역본은 시간과 더불어 개선될 것임을 공약한다”162)

고 스스로 밝힌 바 있으므로 이 글의 취지에 동의하리라고 본다. 누차 이야기했지

만, 촌평자 역시 이곳에서 제시한 번역의 대안이 최선이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가

지고 있지 않다. 스스로 완역의 시도조차 못한 처지에 남의 글에 대해 비판만 하

는 모양새가 되어 면구스럽다. 그저 바라는 것은 이 글이 강호 諸賢에게 약간이라

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완성된 완역본에 이어서 초역자도 공감

하고 있듯이(“법학제요가 4권까지 완역이 되어 1권의 책으로 편찬된다면 ―특히 

162) 성중모, 法史學硏究, 第44號,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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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률용어 종래의 또는 초역자의 역어 새 역어(안)

actio bonae fidei 誠意소권 誠信소권 

actio empti / ex empto 매수인소권 買受소권

actio ex vendito / venditi 매도인소권 賣渡소권

actio praescriptis verbis 前書소권 前加文소권

actio stricti iuris 엄격소권 嚴格法소권

alieni iuris  他主權者 他權者

capitis deminutio 인격감소, 頭格減少 頭格減等

cliens 피보호인 被斗護人

codicilli 유산처분문기 遺言補充文記

condictio 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 利得返還請求訴權

donatio ante nuptias 혼인 前의 증여 婚前贈與

donatio propter nuptias 혼인을 위한 증여 婚配贈與

dos 嫁資 婚姻持參財産

ex asse heres 
유산 전체로써 … / 유산 
전체에 기하여 … 상속인

全財産상속인

ex fide bona 良信에 기하여 信義誠實에 기하여

fiscus 財庫, 帝庫 皇庫

ingenuus 생래자유인 出生自由人

interdictum duplex 이중(쌍면적) 특시명령 雙面특시명령

interdictum simplex 단순(편면적) 특시명령 片面특시명령

iudicium bonae fidei 誠意소송 誠信소송

iudicium stricti iuris 엄격소송 嚴法소송

書誌學적으로― 주석의 부분도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163)) 본격적인 해

설서가 나오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끝으로 이 글에서 새로 제시한 역어들을 일람표로 제공한다. 

163) 성중모, 法史學硏究, 第44號,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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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률용어 종래의 또는 초역자의 역어 새 역어(안)

ius adcrescendi 첨가법 添分法

iusiurandum deferre 
선서를 넘기다/전가하다/ 
부과하다

宣誓를 認付하다

iusiurandum referre 宣誓를 返付하다/되넘기다

libertinus 피해방자유인 解放自由人

libertus 피해방노예, 피해방자 解放奴隸
locatio conductio operarum 고용 勞務(使用)賃約[고용]

locatio conductio operis 도급 工作(完成)賃約[도급]

locatio conductio rei 임대차 物件(使用)賃約[임대차]

longi temporis praescriptio 長期前書 長期時效

mancipatio 掌握행위 握取행위

manus(광의) 수권 率家權(=potestas)

manus(협의) 手權 夫權[手權]

matrimonium 혼인 婚姻

nuptiae  혼인, 결혼 結婚

uxorem ducere 婚娶하다

noxae deditio 加害者引渡 加害者委付

patria potestas 가부권, 가장권, 가부장권 家父權

patronus 보호인 斗護人

periurium 違誓 거짓선서

postliminium / ius postliminii 귀국권, 越境權 歸國復歸權

potestas (patris) (父의) 권력 (父의) 率家權

praedo 강탈자 無斷占有者

praetor 법무관 法政官

quaestor 재무관 財政官

res mancipi 手中物 握取物

res nec mancipi 非手中物 非握取物

sui iuris 自主權者 自權者

suspectus tutor 피혐의 후견인 不正後見 被嫌 後見人

tabulae testamenti 유언장 遺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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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률용어 종래의 또는 초역자의 역어 새 역어(안)

testamentum destitutum 放棄된 유언 廢失유언

testamentum inofficiosum 의무위반의/무책임한 유언 背倫유언

testamentum irritum 무효/실효된 유언 喪效유언 

testamentum procinctum 陣中式유언 軍裝유언

testamentum ruptum  복멸/폐기/파기된 유언 破毁유언

usucapio 사용취득 占用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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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Institutiones Justiniani

Choe, Byoung Jo*

This review article aims to scrutinize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Institutes 

of Justinian, Institutiones Justiniani, published recently by Dschungmo-Ivo Seong as 

a series of contributions in the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1) and to suggest 

some corrections and alternatives to ameliorate the final product in order that it be 

rendered more readable and credible to be a good basis for a further study of 

Roman law in Korea. It tries at the same time to propose some new Korean words 

for Roman legal terminology to get at a more proper understanding of Roman law, 

for many vocabularies of Roman law have not still found Korean counterparts which 

correspond to the original words more or less precisely. 

The reviewer shares the common opinion that it is ideal for a translation to arrive 

at the equivalence of two texts, the source text and its translation, the target text, 

even if full equivalence is impossible. The test is how it has achieved the goal faith-

fully (信), fluently (達) and elegantly (雅). The first translation seems to be quite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1) Dschungmo-Ivo Seong,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Institutes of Justinian―Book 

One, Translation and Notes―”, 44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April, 2011), 
315-353;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Institutes of Justinian―Book Two, 
Translation and Notes―”, 45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April, 2012), 127-258;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Institutes of Justinian―Book Three, Translation and 
Notes―”, 46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October, 2012), 547-658;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Institutes of Justinian―Book Four, Translation and Notes―”, 
47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April, 2013), 183-282. [The English titles are not 
original ones, but reviewer’s own translations substituting the original German titles on 
the back-cover sheet of th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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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atisfactory in view of these criteria.

The review shows, on the one hand, that the first translation has many mechanical 

or formal defects both in the Latin and Greek text (e.g. Inst. II.20.33 ‘domino recto 

etiam’ for ‘domino recte etiam’; Inst. III.21.pr ‘sic fit ut et hodie, dum queri non 

potest. scriptura obligetur’ for ‘sic fit, ut et hodie, dum queri non potest, scriptura 

obligetur’: Inst. I.2.3 ‘ἔγγραψοι … ἄγραψοι’ for ‘ἔγγραφοι … ἄγραφοι’) and in 

the Korean translation (e.g. Inst. II.1.38; II.11.2 “한 칸 아래로 었음” for nothing; 

Inst. IV.6.29: ‘저당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우위에 있다고 정하였다’ for ‘저당에 있

어 우위에 있다고 정하였다’) which a careful translator could have avoided. A 

change of a positive meaning into a negative one seems to be one of such kind 

which apparently is caused by negligence, too (e.g. Inst. III.19.2 ‘utiliter’ reverted 

into ‘무효로’).

But sometimes, more seriously, the translation is exposed to substantial errors 

which must be absolutely amended. They consist of 

(1) misunderstanding of sentences (e.g. II.7.1: ‘nam cum prudentibus ambiguum 

fuerat, utrum donationis an legati instar eam obtinere oporteret, et utriusque causae 

quaedam habebat insignia et alii ad aliud genus eam retrahebant, 즉 법률가들에게 

모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증여 또는 유증의 표지를 가지는지 획정할 필요가 있었

다. 두 원인으로 어떤 것은 표지를 가졌고 다른 이들은 다른 종류에 그 것을 귀속시

켰다’) or words (e.g. Inst. III.14.3 ‘facilitati’ understood as ‘편익’ instead of ‘경솔’); 

(2) misrepresentation of sentences or words in Korean which may distort the 

meaning of the relevant sentences (e.g. Inst. I.15.2 ‘Quod autem lex ab intestato vo-

cat ad tutelam adgnatos, non hanc habet significationem, si omnino non fecerit tes-

tamentum is qui poterat tutores dare, sed si quantum ad tutelam pertinet, intestatus 

decesserit.  quod tunc quoque accidere intellegitur, cum is qui datus est tutor, vivo 

testatore decesserit. 그런데 법률이 無유언에서 후견으로 올 종족들이라 부르는 것

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던 자가 유언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

미를 가지지 않고, 만일 후견에 관한 것이 무유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의미를 가

진다. 그때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유언자가 살아있는데 후견인으로 

선임된 어떤 이가 사망한 경우이다’; Inst. I.10.pr; I.23.pr ‘feminae viripotentes’ 

translated as ‘여자는 강하여야 하며(결혼적령)’ or ‘힘을 갖춘(성숙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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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e of conceptually not precise words for Roman legal terms (e.g. Inst. I.2.10: 

‘ineleganter’ = ‘非端雅하게’; IV.17.2/272: ‘praedo 강탈자(=악의 점유자)’); and 

(4) overlooking of some parts in the original text (e.g. ‘cum in proelium exituri 

essent’ in Inst. II.10.1 ‘altero, cum in proelium exituri essent, quod procinctum dice-

batur’ omitted in the translation). 

(5) There are not a few instances, too, where one technical term has found several 

varying counterparts. For example, ‘rumpere’ in ‘testamentum ruptum’ is translated 

not uniformly, but divergently as ‘복멸’(Inst. II.13.1), ‘폐기’(Inst. II.17.pr/2/5), and 

‘파기’(Inst. III.1.pr). 

The explanations added to the translation also appear now and then insufficient. 

For example, the reference to litotes as to ‘ineleganter’ in Inst. I.2.10, n.10 (p.350) 

misses the mark.

The reviewer tries to argue his choices as manageably as possible. It is, as a mat-

ter of fact, neither possible nor reasonable to summarize or even to describe the sug-

gestions in detail. It is hoped to re-consider the translation anew and to prepare a 

better version before the final product sees the light of the world. At the end, a list 

of the alternative translations of the technical terms of Roman law is drawn up, part-

ly deviating from reviewer’s own usage hitherto. A typical example is actio bonae 

fidei for which now 성신소권(誠信訴權) stands, not 성의소권(誠意訴權) as before, 

or praetor for which now 법정관(法政官) is proposed instead of 법무관(法務官) as 

usually used.

Keywords: Commentary, Corpus Iuris Civilis,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Institutes of 

Justinian, The Institutes of Justinian, Institutiones Justiniani,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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