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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sta 1.3.41. Ulpianus Libro II institutionum
Totum autem ius consistit aut in adquirendo aut in conservando aut in minuendo: aut
enim hoc agitur, quemadmodum quid cuiusque fiat, aut quemadmodum quis rem vel
ius suum conservet, aut quomodo alienet aut amittat.

학설휘찬] 1.3.41. 울피아누스 [법학원론] 제 2권.
모든 권리는 취득되거나 보존되거나 減失된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누구의 것으로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를 보존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상실하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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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and New York 1972BGU: Aegyptische Urkunden aus den Königlichen (später: Staatlichen) Museen zu Berlin,
Griechische Urkunden, Berlin, Bd. I (1895)

– Bd. XX (2014)

유스티니아누스 [칙법휘찬]. ed. P. Krueger
CIL: 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 [로마비문집성]. Berlin 1863C: Codex Iustini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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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Epigraphic Database 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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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aius Institutiones [가이우스 법학원론] ed. M. David, Leide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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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RP: Inscriptiones Latinae Liberae Rei Publicae, ed. A degrassi, 2 vols., 195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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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ed. P. Kru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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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F: Oratorum Romanorum Fragmenta, ed. Malcovati, E., 1930
P.oxy.: The Oxyrhynchus Papyri

僞파울루스 [견해록]= FIRA II 319-417
Tit.Ulp.: Regulae Ulpiani (Tituli ex corpore Ulpiani= Ulpiani Epitome) [울피아누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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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학설휘찬]에 수록된 법률가들의 저서 목록은 [한국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민법 제373조-제 407조], 최병조 대표편역, 법무부, 2013을 기준으로 한다.

국문초록
투리아 칭송” 비는 기원전 8년에서 기원전 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묘비로서, 현재 원 비석의 약 1/2을 차지하는 4개의 碑片과 3개
의 비편 傳寫 자료가 발굴된 상태이며, 로마 공화정 말기에서 아우구스투
스 원수정 초기 한 여성의 행적에 대한 칭송과 추모를 내용으로 한다. 이
비석은 방대한 길이와 여성의 업적을 강조하는 내용 및 여성 상속과 관련
된 로마법적 요소로 인해, 비편의 발굴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비문에 일관적으로 제시되는 사항인, 망인 여성의 전 생애
에 걸친 재산이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 비문을 해석하고, 특히 망인의
행적들을 여성과 관련된 로마 법률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그리하여 이 비
문이 망인 재산의 출처인 망인의 부친의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 40년간에
걸친 망인 재산에 대한 망인과 남편의 공동 관리, 망인의 직계 존·비속의
부재, 돈독한 부부 관계라는 사실들을 의식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망인 재
산의 최종 귀착점이 필연적으로 비석봉헌자인 망인의 남편으로 여겨지도
록 유도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제된 시기의 로마에서 부부간 재산상속은 무유언 상속일 경우 발생할
확률이 극히 희박하며, 유언 상속일 경우에도 자식이 매개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 또한 여성의 유언 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부부간 자식이 없는 망인과 남편 사이에서 유언을 통
해 남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즉, “투리
아 칭송” 비문에 일관적으로 망인 여성의 재산 이동과정이 기술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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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봉헌자인 남편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근거를 제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투리아 칭송” 비문과 당대 사회의 公示적 문화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둘
때, “투리아 칭송” 비문은 무르디아 칭송비문과 함께 비석제작이 활성화되
기 시작하는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의 다양한 공시적 비석문화에 대한 증
거가 된다. 이 비문은 추모사나 칭송문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특수한 목적
이 덧붙여진 묘비문으로서, 기혼 여성인 망인의 종족구성원이 아니면서도
망인의 유언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망인
의 정당한 상속인 혹은 수유자임을 공시하는 특정 종류의 비문으로 평가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투리아 칭송” 비문, 로마 묘비, 로마 추모사, 로마 유언장,
여성관련 로마법률, 로마 여성 상속
학 번 : 201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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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투리아 칭송” 비문 비편 배치도
(Epigraphische Datenbank Heidelberg HD 030715 FO 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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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투리아 칭송” 비문 비편 배치도 설명

“

투리아 칭송” 비문 (CIL VI 1527 cf. CIL VI 31670 + CIL VI 37053 =
CIL VI 41062 = ILS 8393 (a-e 碑片) = FIRA III, 69)은 대리석 판에 음각
으로 새겨져 있으며, 原 비석 상태로서 발굴된 부분은 현재 비편d (세
로:204cm, 가로:28cm, 두께:8cm, 글자크기:1.7-1.5cm)와 비편 e (세로:204cm,
가로:28cm, 두께:8cm, 글자크기:1.7-1.5cm)가 Villa Albani에 付壁된 상태로
전해지고, 비편 f (세로:39cm, 가로:59cm, 두께:9cm, 글자크기:5.4-1.5cm)와
비편g(세로:27.5cm, 가로:25cm, 두께:7.5cm, 글자크기:1.7-1.5cm)의 두 부분
은 Museo Nazionale Romano에 소장되어있다.*
비석 1에는 비편 a,b,c가, 비석 2에는 비편 d,e,f,g가 속한다. 비편 a,b,c는
모두 비석 1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편 f는 비석2의 우
측 최상단부에, 비편 d,e는 서로 거의 붙어있는 상태로 좌측부의 3/4가량을
채우고 있으며, 비편g가 비편 e의 우측상단부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비편들의 글자들은 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서체는 일관적
이고, 일정한 깊이로 조각되어 통일적인 음영효과를 보여준다.** 비편 f의
첫 번째 줄 “(u)xoris”글자의 크기는 약 5.2-5.3cm로, 두 번째 줄부터 열 번
째 줄에 새겨진 글자크기인 1.9-2.3cm의 두 배, 이하 더 작아진 아랫줄 글
자크기인 1.5-1.7cm의 세배가 넘는다.*** 하지만 모든 글자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문장과 문단이 끝나는 지점에는 간격을 두었다.****
위치상 비편 g는 비편 e와 좌측에서 접한다. 비편 d-e-f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석 2의 가로 너비를 추정할 수 있다. 전체 비석은 두
개가 붙어있는 양상으로서, 각각의 크기는 약 세로 259cm, 가로 84cm, 두
께 9cm, 각각의 무게는 1.5톤ton으로 추정된다.*****이러한 비석의 크기와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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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감안한다면, 비석의 해독측면에서 볼 때, 아랫부분은 平地보다 아
래쪽에 놓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원 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으므로, “투리아 칭송” 비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여전히 많은 추정이 가해지고 있다.*******
*CIL VI: Inscriptiones Urbis Romae Latinae (2006) pp.4896-4904 CIL VI2 41062(= CIL VI

참조. 비석의 크기에
대해서는 저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EDR에 기입된 정보를 사용하
였다.
1527 cf. CIL VI 31670, CIL VI 37053= ILS 8393), Gordon (1950)

**Gordon (1950).

은 글자 크기의 변화를 제시하는 분명한 척도로 “I”를
제시하며, 이 글자의 크기는 2.5cm에서 1.8cm까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비문의 서체의 일관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로는, Horsfall (1983) pp.87-88 참조.
***Gordon (1983) p.103. Gordon

*****Vaglieri (1898) p. 412ff., Horsfall (1983) p.86. n) 21., Gordon (1950) n) 15.
******Horsfall (1983) p.87.

에 의하면, 비석 1의 41%, 비석 2의 61.5%에 대한 정

*******Horsfall (1983) p.96 n) 1.

보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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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concssione del Ministro per I beni e le attivita culturali e
per il turismo - Museo Nazionale Romano

도판 2: 비편 f CIL VI 37053 Invv. 30515, 비편 g Invv. 115582.
(Epigraphic Database Roma EDR 093344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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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비편 c 傳寫자료 CIL VI 1527 c (Mommsen (1863)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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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리아 칭송 Laudatio Turiae” 비문 (CIL VI 1527 cf. CIL VI 31670 +

“

CIL VI 37053 = CIL VI2 41062 = ILS 8393 (

全文 번역

碑片 a-e까지) = FIRA

2

III, 69)

비석1
정숙한 몸가짐으로....당신은 유지했습니다...혼인 전 당신은 갑작스럽게 양
친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동시에 외진 곳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마케도니아 속주에 가 있었고, 동서 클루비우스는 아프리카 속주에
가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 당신 부모님의 죽음에 복수를 행했습니다. 그토
록 큰 노력으로 당신은 탄원과 응징을 통해 효경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있었다한들 더 잘 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없이
신실한 처형과 함께 나누어 가진 성품입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고 가해자
들의 처벌을 탄원한 뒤, 당신은 정숙함을 지키려 부친의 집을 떠나, 즉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와서 내가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당신과 처형이 피소되었는데, 우리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부친의 유언장이 파훼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신 부친이 共買婚을 행
했기 때문에, 부친의 전 재산과 당신이 불가피하게 원고의 후견에 넘겨졌
다는 것이었습니다. 처형은 전혀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동서
클루비우스의 수권 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
로 저 일들을 치렀는지, 얼마나 주의해서 바로 잡았는지, 비록 나는 그때
여기 없었지만 확실히 압니다. 진실로써 당신은 우리 둘의 문제가 걸린 소
송을 지켜냈습니다. 유언장은 파훼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 각각은 당신이
혼자 점유했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확
고한 의견을 갖고서, 당신은 부친의 기록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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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신이 설사 패소했더라도, 당신은 妻兄과 유산을 나누어 갖고, 법적으
로 당신에 대해 행사할 권리가 없는 법정후견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이를 정당하게 강요할 수 있는 당신
의 씨족임을 증명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실로 부친의 유언장이 파훼되
었을지라도, 같은 씨족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당신의 의연함에 굴복했고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
신은 부친에 대한 효경, 자매간의 우의, 우리 서로 간의 신의를 혼자서 성
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혼인이 이토록 오래 지속되는 일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혼 없이 한쪽의
죽음으로 끝나기는 드문 일로, 우리는 40년 넘게 충돌 없이 지내왔습니다.
오랜 결합이 내 차례로 갈라졌더라면! 연장자가 먼저 사망하는 것이 마땅
했는데!
집안의 덕, 즉 정숙함, 공손함, 친근함, 상냥함, 침선, 미신이 아닌 조상숭
배, 소박한 외양, 적절한 차림새는 언급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친애, 가족
간의 도의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나의 모친을 당신의 부모마냥 섬기고
당신 식구처럼 보살핀 것 뿐 아니라, 당신은 기타 무수한 일에 있어서 家
母에 합당한 평판을 돌보는 모든 여성들과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장하는 당신의 덕은 당신에게 고유한 것으로, 극소수의
여성만이 비슷한 덕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운명은 여성들에게는 드물게
만 이런 덕들을 베풀었으니 말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모든 당신의
상속재산을, 우리는 같이 노력하여 보존하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갖고자
하는 생각을 품지 않고 나에게 전적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나누어, 나는 당신 재산의 후견을, 당신은 내 재산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으니, 당신의 재산을 공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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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씀씀이에 관해서 이 일을 말해둔 것으
로 충분하기를!
당신은 매우 많은 지인들에게, 특히나 도의의 의무로 묶인 가족에게 관
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여인들을 들어 당신을 칭송하지만,
당신은 당신에 비견될만한 여인은...오로지 처형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실로
당신과 처형은 ...에 맞는 친척 여성들을 당신들의 집안 의무에 따라...우리
집에서 양육했으며, 나아가 당신들 가문에 합당한 만큼의 혼인지참재산을
장만해 두었고, 실로 당신들이 정한 것을 나와 가이우스 클루비우스는 공
통된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관대함을 높이 사 당신과 처
형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 가문의 재산을 끼워
넣어 혼인지참재산에 우리 토지도 보탰습니다. 우리를 내세우려고 이 사실
을 언급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의에 부합하는 관대함을 품은 당신들의
배려가 우리를 명예로 이끌었다는 점이 분명해지도록, 우리는 우리 재산을
냈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러 다양한 선행은 생략하려 합니다......
-상당량 소실비석2
...아내의...
당신은 내 피난 시에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귀중품으로 채비를
갖추어 주었으며, 온갖 금붙이와 진주를 당신의 몸에서 떼어내어 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 적들의 감시를 속이고서 노예들과 돈, 糧
食을 보내주어, 나는 멀리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로
당신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운명은 당신을
지켜주었고, 적들에 맞서 어떤 비굴한 소리도 없이 확고한 결의에서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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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당신의 말에, 적들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밀로가 작당한 노예무리를, — 나는 밀로가 추방당했을 때 그의 집
을 구입하였는데 — 내전의 기회를 틈타 침입하여 약탈하려던 무리를 당
신은 다행히 내쫒았고 우리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약 10줄 남짓 소실]
... 남아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덕에 나는 조국으로 복귀했지만, 실로 만약 나의
안녕을 담보하려는 당신이 그의 도움에 대비하고 준비해놓지 않았더라면,
그는 헛되이 원조를 제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못지않게
당신의 도의에도 나는 빚을 졌습니다.
내가 왜 지금 우리만의 감춰둔 일들과 비밀들을 들추겠습니까? 당신 덕
에 긴급한 전갈을 받고 눈앞에 닥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와 무사했던 나
를? 무모하고 경솔하게 재난을 무릅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더 적절한
것을 도모하도록 믿을만한 피난처를 준비하는 한편, 모두가 위험에 엮이
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려고 당신 계획의 동반자들로 妻兄과 동서 클
루비우스를 골랐던 당신을? 꺼내놓자고 한다면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
게나 당신에게나, 내가 안전하게 숨어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백하거니와,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오히려 당신 때
문이었습니다. 내가 조국의 시민으로 복귀했을 때 —그것은 그때 부재중이
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施惠와 판결로 말미암은 것인즉— 당신은 아
우구스투스의 동료인 레피두스에게 나의 復權을 간청하였고, 그의 발아래
땅바닥에 엎드려서 부축은커녕, 치욕스럽게 끌려 쫓겨나가 온 몸에 멍이
들면서까지 굳센 결의로 그에게 내 시민권 회복에 대한 축하인사가 적힌
카이사르의 고시문을 상기시키고, 모욕적인 언사와 잔인한 상처를 입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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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것을 명명백백히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기의 장본인
이 알려졌고, 그가 행한 바는 곧 그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용기보다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카이사르에게 자비의 기회를 제공한
것, 내 생명의 보존과 더불어 당신의 확고한 인내심으로 레피두스의 냉혹
한 잔인함을 낙인찍는 것 말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간략해야 하고 또 간략할 수 있는 말은 줄입시다. 가
장 중요한 일들을 다루면서 격에 맞지 않게 계속 늘어지지 않도록 말입니
다. 반면에, 당신의 功績목록을 대신하여 나는 모든 이의 눈앞에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하나의 功만을 내놓고자 합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회복되고 나라가 재건되자, 우리에게도 평온하고 행복
한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바랐지만, 자식들에 관해서는 오랜 동
안 운이 우리를 시기했습니다. 엄정한 운명이 우리를 도와 잘 풀리게 해주
었더라면 우리 둘에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운명은 반대쪽으로
나아가서 희망을 꺾었습니다. 이 일로 당신은 얼마나 고민하였습니까? 또
당신은 얼마나 저 일(입양)을 시도하였습니까? 저것은 다른 여인들에게서
는 주목할 만하고 기억해 둘 만한 일이겠지만, 당신의 나머지 덕들과 비교
하면, 당신에게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음은 지나가고자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임능력을 깊이 의심하고서, 내가 자손이 없다는 사실에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당신과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자
식 볼 희망을 버리고, 그 이유로 내가 불행해질까봐, 당신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임신이 가능한 다른 여인에게 텅 빈 집을 넘기고자 하
였으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함이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신이 직접 나
의 격에 맞고 합당한 조건을 갖춘 여인을 찾아 준비하고, 미래의 자식을
공동의 자식으로, 마치 당신의 자식으로 여기겠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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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공동소유였던 우리의 상속재산은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변함없이 나의 권한 하에 두고,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당신이 관리하
겠다고, 결코 당신은 그것을 떼어내어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누이나 장모의 역할, 가족 간의 도의를 나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습
니다.
고백컨대, 나로서는 매우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었고, 당신의 시도에 전율하여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이혼이 얘기되었으며, 숙명에 따른 법이 부여되기 전에, 즉
내 생전에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나의 아내임을 그칠지를 당신은 마음속
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추방당해 거의 죽게 되었을 때도
당신은 매우 신실하게 나에게 머물렀건만! 자손을 얻고자하는 욕구와 필요
가 그다지도 커서, 그 때문에 내가 신의를 저버릴, 확실한 것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대체할 사람입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반려자로
계속 머물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입니다. 실로 나의 수치와 우리 공통의
불행 없이 내가 당신의 제안에 동조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실로 당신에
대하여 이보다 더 기억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당신은 나를 섬기면서 마
음먹기를, 당신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을 통해서
얻도록, 당신 자신의 가임능력을 불신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으로 후손을
준비할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혼인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면! 연장자인 내가 떠나고- 그것이 더 정당합니다.- 당신이 내 장례
를 치르고, 실로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떠났어야 했습니다, 무자식인 나
에게 당신이 딸처럼 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에 의해 당신이 앞서갔
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여읜 나를 비탄에 맡기고, 자식 없는 나를 불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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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내 감정을 추스르고 당
신의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꾀한 모든 계획과 당신이 명한 모든
조치들로 하여금 당신을 칭송하게 하노니, 모든 사람의 기억에 불멸토록
봉헌해 둠은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는 지나치게 당신을 그리워하지는 않
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룬 과실은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명
성을 만날 때 나는 내 마음을 다잡고 당신의 행적을 본받아 운명에 맞설
것인즉, 운명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았으며, 칭송과 더불어 당
신에 대한 기억이 커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던 평온을 나
는 당신과 함께 잃었습니다. 내 위험의 감시자이자 방어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상실감에 휩싸여,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고통이 평정심을 비틀었습니다. 슬픔에 가라앉고 비탄에 짓눌려
서 그 어디에서도 나는 나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불운을 떠올리
고 다가올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무너집니다. 그토록 크고
많은 원조를 잃은 나는, 당신의 명성을 찬찬히 떠올리며 차분히 견디기보
다는, 차라리 그리움과 비탄에 파묻혀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
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당신 덕이었고, 내가 당신에게 베
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위임한 사항을 법
률로 여겼으며, 그 외에 내가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혼령들
이 당신에게 평온함을 허락하고 또 그렇게 돌보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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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사
투리아 칭송” 비문(CIL VI 1527 cf. CIL VI 31670 + CIL VI 37053 = CIL
VI 41062 = ILS 8393 (碑片 a-e까지) = FIRA III, 69)에 대한 관심은 17세
기 초 이 비문의 碑片에 대한 傳寫 자료가 등장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
다 . 비편 a (CIL VI 1527 a)는 마르켈루스 극장Teatro di Marcello 북쪽 Tor
de’specchi근처 시토회 수도원 벽에 붙어있었다고 전해지나, 수도원 전체와
함께 한동안 묻혀있다가, 마르켈루스 극장 재건 및 Via del Mare(Via del
Teatro di Marcello–Via Luigi Petroselli) 공사로 인해 사라졌고, 현재 비석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7세기 초의 전사 자료 3개가 남아있으
며, 모두 바티칸 도서관 바르베리니Barberini 서고에 보존되어 있다. 그 중
한 개는 Suarez(Avignon출신, 1599-1677)의 전사물이다(Vat. lat. 9140). 다른
한 개는 Ferdinand Ughelli(Florence출신, 1595-1670)라는 시토회 성직자가
전사한 것으로, Giovanni Battista Doni(Florence출신, 1594-1647)의 문서 안
에 있었다(Barb. lat. 2756). 나머지 한 개는 누가 전사했는지 알 수 없다
(Barb. lat. 2019). 비편 a에는 약 41줄(col. 1 (2) ...]rum- col. 1 (42)
liberali]tatem tuam c)이 남아있으며, 그 위치는 비석 1의 가장 왼쪽으로 추
정되고 상단 및 하단은 소실되었다. 비편 a의 전사자료에 대해서는 1785년
Luigi Gaetano Marini가 최초로 보고하였다 .
“

2

2

1)

2)

1)

기원후 260년 무렵 이미 “투리아 칭송” 비석은 해체되었다. de Rossi (1880) p.23.
n)14; Horsfall (1983) p.85, n)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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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편 b (CIL VI 1527 b)는 Via Appia에 위치한 Caecilia Metella의 영묘
mausoleum 근처 Capo di Bove에서 전사되었다고 전해지며, Suarez가 전사
한 약 11줄(col. 1 (1) mo]rum- col. 1 (11) in domum ma)이 남아있다(Vat.
lat. 9140) . 1795년, 역시 Luigi Gaetano Marini가 Suarez의 전사물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 그러나 이 비편들에 대한 전사 자료들을 최초로 작성할 당시
전사자들은 부분적인 비편들에 대해서만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당한 정보를 담은 비편 d (CIL VI 1527 d)와 비편 e (CIL VI 1527
e) (col. 2 (1) me patria- col. 2 (69) opto)는 로마 외곽 Via Labicana에 위치
한 Helena 영묘 內, Marcellinus와 Petrus의 지하 집합묘catacomb에 있는 벽
감 가리개로 재사용되다가, 1699년 추기경 Alessandro Carpegna의 수집품목
록이 출간되었을 때 그 목록에 포함되고, 그 후 1758년 추기경 Alessandro
Albani의 수집품목록에 등재된 후로는, Villa Albani의 벽에 붙여진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진다 . 이 비편에 대한 내용을 Raffaele Fabretti가 1699년 처
음 출간하였고 , 1785년 Luigi Gaetano Marini가 재출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 17세기 말에는 이미 비편 a,b,d,e의 전사 자료들을 통해 “투리아 칭
송” 비문에 대한 정보가 상당량 축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들에 근거하여, 18세기 초 Filippo della Torre(1657-1717)는 비문에
등장하는 주요등장인물에 대한 인물 계보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3)

4)

5)

6)

7)

재인용.
3) Durry (1950) pp. xlvii-xlviii에서, Durry는 비편이 전사된 장소에 대해서 회의적인 de
Rossi를 언급한다. de Rossi (1880) p.24, n)1., Horsfall(1983) p.85 n)12. 역시 회의적
이다.
4) Marini (1795) p.11-37., Durry (1950) xlviii 재인용.
2) Marini (1785) pp.136-143., Durry (1950) p.xlvi

5) Horsfall (1983) p.85.

n)14.

6) Fabretti (1699) pp.168-170., Durry (1950) p.l, n) 6.
7) Durry (1950) p.l.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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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역사서술류 문헌인 발레리우스 막시무스Valerius Maximus의 Factorum ac
Dictorum Memorabilium Libri 6.7.2 및 아피아노스Appianos의 [내전기
Bellum Civile] 4.44 에 제시된 일화에 맞추어, 비석봉헌자인 남편을 기원전
19년 집정관이었던 Quintus Lucretius Vespillo로, 비석을 헌정 받는 그의 아
내를 Turia로 比定하였다 .
그러나 “투리아 칭송”비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투리아 칭송” 비문
에 기술된 여러 사건들을 [학설휘찬Digesta]에 서술된 법률 개소들을 사용
하여 해석해낸 몸젠의 1863년 베를린 학술원 보고에서 시작한다 . 그는
1856년 Giovanni Battista de Rossi가 파리 국립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e
에서 찾아낸, 예수회 학자 Jacques Sirmond(1559-1651, 로마체류기간
1590-1606)가 남긴 문서 중, 약 40줄 가량이 불완전한 상태로 전사되어 있
는 (Cod. lat. 9696, fol. 13, n.116) 비편 c (CIL VI 1527 c) (col. 1 (13) quo
nos eramus- col. 1 (52) praetermittenda)의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에 발
굴된 비편 a와 비편 b의 전사 자료와 함께 비석 1에 제시된 내용을 복원하
였다. 특히 비편 c와 비편 a의 조합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발굴된 비편으로
알아낼 수 없었던 유언장 파훼 및 “투리아”의 후견, “투리아” 부친의 상속
재산에 관한 내용들이 밝혀졌다. 로마법학자인 Huschke 또한 1866년
8)

9)

10)

11)

12)

“Römische Ehe, Coemptio, Ruption des Testaments, Lex Voconia, Ius
gentilicium”

라는 부제가 붙은 그의 논문이 보여주듯, 몸젠의 해석에 대한

본 논문 부록 7.1 참조.
9) 본 논문 부록 7.3 참조.
8)

10) della Torre (1743) Calogera, XXVIII pp.131-139, Orelli II (1828) p.352 n.4859.,
Durry(1950)

재인용.

11) Mommsen (1863).
12) de Rossi (1856) pp.566-567. Durry (1950) xlviii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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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비판과 더불어 “투리아 칭송”비문에 제시된 혼인과 유언장 및 여성 상속인
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
이 밖에 Bruns, Girard, Arangio-Ruiz의 편집본이 있으며, 법률적 해석 방
향의 연구들은 이 비문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작업으로서, 멸실된
부분들의 내용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Dessau의 [로마비문선집
Inscriptiones Latinae Selectae]에도 “투리아 칭송” 비문이 삽입되었다.
한편, 법률적 분석과는 달리, Graff는 1862년 학위논문 de Romanorum
Laudationibus Commentatio에서 칭송문의 일부로서 추모사를 다루었다 .
그는 칭송문을 장소에 따라 법정, 원로원, 시민집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하고, 이중 시민집회에서 거행되는 종류를 다시 군인, 시민, 장례식의 세
범주로 나눈 뒤, 역사서술류 문헌에 나타난 추모사들을 소개하였으며,
Fabretti가 편집한 “투리아 칭송”비문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은 비편
c의 발굴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 비문이 지닌 법률적 맥락의 중요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Vollmer 역시, 1892년 Laudationum funebrium romanorum historia et
reliquarum editio라는 로마 추모사 모음집을 출간하였다. 그는 Graff가 제시
했던 추모사에 대한 분석항목, 즉 기원, 비석 봉헌자, 비석이 봉헌되는 대
상, 추모사 거행 장소, 위로문consolatio과의 비교 등을 유지하였다. 그는
“투리아 칭송”비문을 새롭게 편집하면서 비편 c를 추가하고, 법률문제에
대한 몸젠의 해석을 소개하였다. 그도 몸젠과 마찬가지로 della Torre의 추
정을 받아들여 이 비석의 봉헌자를 Quintus Lucretius Vespillo로 간주하였
지만, 이 비문이 추모사로 분류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몸젠과는 달리, 집
13)

14)

13) Huschke (1866).
14) Graff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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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妻에게 공적으로 추모사를 봉헌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
1898년, 로마에서 약 4km떨어진 티베리스 강 오른쪽 둑 Via Portuense 근
처에서 빗물 하수구 공사를 하던 중 새로운 비편 f (CIL VI 37053,
Invv.30515) (col. 2 (1a) ]xoris- col. 2 (11a) nostram)가 발굴되었다. 이 비편
은 1898년 Dante Vaglieri에 의해 보고되었고, 1899년 Giuseppe Gatti에 의해
AE에 등재되었으며, 1915년 Giovanni Costa에 의해 수정되어 출간되었
다 . 이 비편은 남편이 법익박탈자가 되어 도피하는 기간 동안 아내가 남
편에게 물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0년 Durry는 새로 발굴된 비편 f를 소개하고, 기존 편집본들을 참조하
여, 법률문제를 비롯한 인물계보 및 수사학적 문체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편집주석본을 출간하고, 불어번역을 덧붙였다. 특히 Durry는 새로운 비편 f
에 서술되는 내용에서, 기존 연구에서 인물 계보 작성시 전거로 인용되던
역사서술류 문헌의 내용과의 차이점을 들어, della Torre 이후 통설이 된 비
문의 인물비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15)

16)

17)

에서, Vollmer는 “투리아 칭송”비
문을 공적인 추모사로 구분하였지만, p. 452에서 laudatio publica와 대비되는
laudatio privata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추모사의 기원을 사적 애도라고 설명한다.
Pernot(2015/ 2016) p. 22에서, Pernot 역시 추모사를 公的추모사publica와 私的추모
사privata으로 나누고, 사적추모사의 예로 “투리아 칭송”비문과 무르디아 칭송비문
을 든다.

15) Mommsen (1863) p. 466-467. Vollmer (1892) p.495

16) Vaglieri (1898) pp.412-418., Gatti (1899) p.61; AE (1899) 95., Costa (1915) p.261.

참조. 특히 비편 f의 뒷면에는 “Tabula”, “l”, “quaeri”등의
문자와 놀이판tabula lusoria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
아, 놀이판으로 재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orsfall (1983) p.86, n.17)에서,
Horsfall은 놀이의 종류를 xii scripta (ludus duodecim scriptorum)라고 추정한다. 비석
뒷면 복원은 EDR참조. “Tabula l[udere]/ queri[t---]/ [----].”
17) 비편 f에 의하면, 비석봉헌자가 법익박탈자로 지냈던 시점에 그는 아내와 함께 있
Durry (1950) p.xlix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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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편 f의 발굴은 비석의 연대추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 비편에서 제시
되는 남편의 부재가 기존에 발굴된 비편 전사 자료 a에 서술되었던 남편의
부재와 동일한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비석의 제작연도가 바뀌기 때문이
18)

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용상
차이로는, 역사서술류 문헌에는 비문봉헌자의 구출에 노예가 개입하였다고 서술되
는 반면, 비문에는 가족만이 구출 계획에 관련된 것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 외
에도 della Torre의 추정에 회의적인 Durry의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근거가 제시된
다. 비석봉헌자가 집정관직을 역임한 인물이라 상정했을 때, 그가 역임한 관직에
대한 언급, 또는 관직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비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에 관해서는, Durry (1950), Wistrand (1976) pp.9-10, Osgood (2014) p.121. 참조. 수사
학적 요소들의 결함 역시 비석제작지시자를 집정관에 속하는 인물로 판단하는데
부담을 준다는 논의에 관해서는, Durry (1950), Horsfall (1983) p.91, Ramage (1994).
참조. 비석봉헌자 뿐만 아니라, 봉헌자의 처형인 Cluvius 역시 확정이 어렵다. 적어
도 세 명의 Cluvius가 거론되는데, 카이사르의 사령관praefectus으로 추정되는
Cluvius (Cic. ad Fam.13.7. (=320 SB), Osgood (2014) p.119 n) 6. 참조), 기원전 44년
에 사망하면서 키케로와 키케로의 아내 Terentia에게 유증을 남긴 Cluvius (Cicero
ad Fam. 13.56(=131 SB), Osgood (2014) p.191 n) 8. 참조.) 마지막으로, Gaius Cluvius
로서, 그는 집정관을 역임하지 않고서도 기원전 29년 원로원 신분에 올랐던 인물이
다 (Dio Cassius 52.42.4-5. 참조). 등장인물의 확정에 회의적인 Durry의 의견을 지지
하는 연구들로는, Gordon(1958), Gordon(1977), Kolbe(1972), Wistrand(1976), Kierdorf
(1980), Horsfall(1983), Flach(1991) 참조. 본 논문 역시 Durry의 의견에 동조한다. 그
러나 본 논문 제 3장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비석을 봉헌받는 여성을 “투리아”로 지
칭하기로 한다.
18) “투리아 칭송” 비문의 경우, 비교적 자세한 시점이 상정될 수 있다. 비문에 밀로
Milo, 아우구스투스, 레피두스Lepidus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과 남편이
법익박탈자였다는 사실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Horsfall (1983) pp.93-94에서,
Horsfall은 비석제작시점 추정의 난점을 제시한다. 즉, 비석제작지시자가 법익박탈
자가 된 시점인 기원전 43년에 그들이 혼인한 상태라는 가정은 개연성은 높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한 col. 1 (28)에 제시된 숫자인 XXXXI은 Mommsen의 주장
대로 “A” 와 “C” 가 겹쳐져 잘못 해독된 것으로서, XXX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Mommsen (1863) p.464 n)4.). 이 지적에 대해 Osgood (2014) p.146,
p.152에서, Osgood은 Plin.Ep.8.5에 등장하는 39년 지속된 혼인생활의 예를 들어,
“XXXI”년 유지된 혼인 생활에 “드문 rara col. 1 (27)”이라는 수식어는 적합하지 않
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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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비문에 기술된 사건들이 시간 순으로 배치되었다고 가정하면, 비석
1과 비석 2에 제시된 남편의 부재는 각각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 된
다.
col. 1 (1)-(26)에 언급된 부재상황을 내전 이전, 즉 기원전 49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상정하고, 곧 혼인이 성립하고, col. 2 (2a)-(11a)에 언급되
는 법익박탈자로서의 부재를 혼인 이후의 사건으로 구분한다면, 혼인 시점
은 기원전 49년보다 앞서게 되고, 비석제작시점은 혼인지속기간인 41년 이
후인 기원전 9년 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두 비석에 언급되
는 부재 상황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내전 기간에 발생한 동일한 사
건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의 혼인시점을 비석제작지시자가 로마로 되돌아
온 때, 즉 폼페이우스가 Pharsalus에서 패하고 카이사르가 포로로 잡힌 로
마시민을 복권시킨 기원전 48-47년으로 추정하는 경우, 여기에 혼인지속기
간을 감안하면, 이 비석은 기원전 7-6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기원전 49년까지는 혼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정하고, 비석
제작지시자가 삼두정치가들에 의해 법익박탈자가 된 시점은 기원전 43년
이므로, 혼인은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서 행해졌다고 가정할 경우, 비석은 기
원전 8년에서 기원전 2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Durry의 편집본이 출간된 해인 1950년, A.E. Gordon과 Joyce Gordon은
Museo Nationale Romano의 수장고에서 1949년에 찾아낸 비편 g (Invv.
115582) (col. 2 (1) cavens- col. 2 (9) sint)를 보고하였으며 , 이 비편에는
비석을 헌정받은 妻가 비석봉헌자인 남편의 추방기간에 남편을 위해 행한
19)

20)

21)

22)

19) Kierdorf (1980) pp.35-42., Flach (1991) pp.5-6.
20) Osgood (2014) pp.151-153.
21) Durry (1950) pp.liv-lviii.
22) Gordon (1950) p.223, (1958)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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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이 새겨져 있다.
1976년 Wistrand는 1949년에 새로 발굴된 비편 g를 삽입하고, 영어 주석
및 편집에 덧붙여 Villa Albani에 부벽된 비편 d, e에 대한 최초의 사진자료
를 첨부하였으며, 1991년 Flach는 비편 e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편집주석본을 출간하였다. 2011년 출간된 Jońka의 편집본은 다시 이 비문
에 나타난 로마법적 요소에 집중하는바, 그는 비문에 나타난 법률적 문제
의 분석과 동시에, 이 비문을 통해 키케로의 [법률론de legibus]과 같은 저
술가들의 문헌에 기술된 법률용어가 아닌 공화정 후기에 실제로 사용된
법률용어와 구문을 찾아내는데 주력한다 .
비편 g의 발굴 이후, 새로이 추가된 비편은 현재까지는 보고된 것이 없
으며, “투리아 칭송” 비문의 연구는 수사법 및 여성사 쪽으로 확대되고 있
다. 문체 및 수사법에 관해서는 기존의 편집주석본들에 개괄적으로 소개되
었지만, 특히 Vollmer의 뒤를 이어 Kierdorf는 칭송문encomion의 요소를 추
모사 안에 절충시키면서, 추모사와 위로문을 구분하며 추모사의 본질을 청
자와의 감정교류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칭송문의 일반적인 구조에 맞추
어 이 비문을 해석하였다 . Cutolo는 이 비문을 키케로의 연설문 구성법
에 대응시키고, 프로페르티우스Propertius의 Cynthia 엘레기 뿐만이 아니라
[아이네이스Aeneis] 및 헬라스 비극 [알케스티스Alcestis]에 나오는 구문과
도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Ramage 역시 “투리아 칭송” 비문을 칭송
문의 관점에서 파악하며, 이 비문을 한 여성의 업적록Res Gestae으로서 해
석하고 칭송문에 사용되는 수사 기법에 맞추어 분석한다 .
23)

24)

25)

26)

23) Korporowicz (2012)

참조.

24) Kierdorf (1980).
25) Cutolo (1983).
26) Ramag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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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 경향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비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
물들의 행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Birley는 비문에 묘사된 인물들의 행
위로부터 추론되는 비석제작 지시자의 정치적 경향을 분석하며 ,
Hemelrijk은 이 비문이 남성 화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전제하에, 여성성과
관련하여 로마 여성의 행동범위와 그들의 심적 상태, 또는 로마 공화정 말
기 부부간의 관계에 집중한다 . Osgood은 이 비문에 등장하는 개인의 사
적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성이 개입하는 당대 다른 사건들을 취합하
여 내전 당시 로마 사회를 여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 Pepe 역
시 여성을 중심으로, 이 비문을 추모사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칭송문의
범주에서 접근한다 .
정리하면, “투리아 칭송” 비문의 연구 경향은, 비편발굴과 긴밀히 연결된
다. 비문의 등장인물의 계보에 대한 비정에서 비롯된 연구는, 추모사의 측
면에서 분석되었으며, 비편발굴이 추가됨에 따라 비문의 정보가 축적되면
서 다시 법률적 측면에서 조명되었다. 한편, 비편 발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단계에서는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편집본이 마련되었다. 편집
본 출간단계 이후로는 수사학적 연구 및 등장인물의 행위를 통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또 여성성과 관련하여 당대 로마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추적하는 자료로서, “투리아 칭송”비문은 다각적인 측면에
서 연구되고 있다.
27)

28)

29)

30)

제 2 절 문제 제기
27) Birley (2000).
28) Hemelrijk (2004).
29) Osgood (2014).
30) Pep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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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투리아 칭송” 비문의 특징, 즉 비석의 제작과 봉헌의도를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비문은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인 기원전 8년에서 기원전 2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무르디아 칭송 비문(CIL VI 10230= ILS 8394=
ILLRP 839= FIRA 2 70)과 더불어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여성에게 봉헌된
것으로 알려진 두 개의 칭송 비문 중 하나이다. “투리아 칭송” 비문은
1785년 비편 a의 전사 자료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1949년까지 발굴된 비
편 d,e,f,g과 비편 전사 자료 b,c로 구성된다. 이 비문은 원 비석의 약 1/2의
분량인 130행이 남아있으며, 개인에게 봉헌된 비문 중 가장 긴 비문으로
서 , 남편이 망인이 된 자신의 아내에게 헌정한 것이다. 이 비문은 그 내
용이 역사서술류 문헌에 등장하는 인물인 “투리아”라는 여성의 행적과 유
사하다고 알려지면서, 통상 “투리아 칭송” 비문이라고 불린다 .
두 개의 비석으로 이루어진 “투리아 칭송” 비문의 첫 번째 비석 (col. 1:
비편 a,b,c)에는 망인이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두 번째 비석(col. 2; 비편 d,e,f,g)에는 2차 삼두정치기간 중 법익박탈자
가 된 남편을 돕는 과정과 불임으로 인한 망인의 이혼요청, 그리고 남편의
애도가 서술된다. 이 비문은 망인의 여러 행적과 덕목을 제시한 후, 애도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망인이 남편을 위해 헌신한 사건을
기술하는 부분과 애도 내용을 기술한 두 번째 비석의 부분이 먼저 발굴되
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망인의 공덕을 추모하는 추모사로서 평가되었
31)

32)

에 따르면, 비석 1의 약 2/5(41%), 비석 2의 3/5(61.5%)이
현재 밝혀진 비편의 분량이다.
32) 본 논문 1장1절 연구사 참조.
31) Horsfall (1983) p.85,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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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3).

그러나 1863년, 새로 발굴된 비편 c의 전사 자료를 기반으로 몸젠이 첫
번째 비석의 해당부분을 복원한 결과, 망인이 부친의 유언에 따른 상속재
산을 받기위해 소송을 행하는 과정이 첫 번째 비석의 주 내용이라는 사실
이 밝혀졌다 . 몸젠은 첫 번째 비석 뿐 만이 아니라, 두 번째 비석에서도
역시 법률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몸젠이 시작한 법률적 연구는 좀 더 폭 넓은 시야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는 이 비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별개로 다루고 각각의 법률
적 해결과정에 천착하여, 각 사건들의 연속성과 그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
를 간과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이 비문이 추모사로 분류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이 비문의 제작과 봉헌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비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의 여러 행적들은 상
이한 종류의 개별사안들이 시간 순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
에 따라 선별되고 배치된 것임이 관찰된다.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상속,
부부가 함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동관리, 친·인척 여성들에게 제공한
外來혼인지참재산 및 이혼 등의 사건에 대한 언급은, 40년이 넘는 혼인기
간에 걸친 망인의 재산이동 문제를 상세히 해명한다. 즉 이 비문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더불어 여성의 재산상속이라는 맥락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비문은 추모사로 분류되지만, 추모사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조상칭송
과 가문의 公的 位相 제고라는 속성을 결여한다. 무엇보다도 특히, 망인의
재산상속 사안을 법률적으로 부각시킨 이 비문의 특징은 기존의 일반적인
34)

33) Graff (1862).
34) Mommsen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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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범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비문에 제시된 사안들에 대한
개별적 법률해석은 이 비문의 사건들이 각각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
을 밝혀냈지만, 그 사건들이 서로 관련 없는 별개 사건들이 아니라 여성의
재산상속이라는 맥락으로 묶여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비
문 전체를 통해 일관적으로 여성의 재산상속 사안이 부각된 이 비문의 특
징에 주목하여, “투리아 칭송” 비문의 제작과 봉헌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제 3 절 방법론
본 논문은 비석의 公示적 측면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속과 관련된
묘비에 집중한다. 또한 로마 묘비 연구의 일반적 경향인, 유사 비문 간 공
통점을 추출하여 통계적 결론을 도출하는 집합적 연구와는 달리, “투리아
칭송” 비문을 그 자체로 분석한다. 그 이유는,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여
성에게 헌정된 長文의 비문은 “투리아 칭송” 비문과 무르디아 칭송 비문만
이 현재 발굴된 전체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투리아 칭송” 비석의 제작과 봉헌의도를 밝히기 위해 무르디
아 칭송 비문의 구조를 참조한다 . 무르디아 칭송비문은 原 비석의 1/2만
이 남아있다고 추정되며, 현존하는 비편의 내용은 비석봉헌자와 망인의 관
계, 비석봉헌의 이유, 망인에 대한 칭송으로 구성된다. 이 비석의 봉헌자는
무르디아와 무르디아의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이며, 비석봉헌의 이유는 무르
디아가 비석봉헌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優先유증(praelegatum)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망인의 덕은 주로 망인의 유언과 관련된 것으로, 망인의 공
35)

35)

무르디아 칭송비문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 2장1절 pp.31-36 참조, 全文번역은 본
논문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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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탁월한 재산관리 능력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 비문의 전반부에는
유언장의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서술되며, 후반부에는 망인의 덕이 칭송
된다.
명확한 구조로 구성된 무르디아 칭송비문을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의 가
설을 설정한다.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기혼여성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宗族員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증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
는 자신이 상속, 유증받은 근거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公示하고 피상속
인 혹은 유증자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을 봉헌한다.” 본 논문은 이 가설 하
에, “투리아 칭송” 비문에서 망인의 재산이동과정이 부각된 부분들을 선별
하여, 각 과정에서 망인의 재산이동이 비석봉헌자인 남편과 연결되는 지점
을 살펴본다.
이 때, 각 과정에서 다루는 사안과 관련된 로마 법률 조항은 대부분 [학
설휘찬]과 [울피아누스 초록Tituli Ulpiani]에서 취한다. 비록 [학설휘찬]의
편찬시기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기이지만, 이 자료는 기원전 198년 집
정관이었던 Sextus Aelius Paetus Catus로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법률가들의
저술이 망라된 저작으로서, “투리아 칭송” 비문 제작시기에 활동하던 법률
가들의 자료 및 후대 법률가들의 대응 방식을 통해, 문제되는 시점의 법
정책을 살피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울피아누스 초록] 역시 기원 후 4세
기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제정된 혼인법에 관련
된 자료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법률적 고찰이 있었지
만, 거기서는 비문에 등장하는 개별 법적 문제들의 해결이 중심적으로 다
루어졌음에 비해, 본 논문은 이 비문이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정보인, 기혼
여성의 재산이동 과정이라는 측면에 맞추어 법적 사항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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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투리아 칭송” 비문의 배경
제 1 절 유언관련 공시적 묘비문의 특정양상
금석문 문명une civilisation de l’épigraphie” 으로 정의되는 헬라스·로마
사회에 대한 평가가 보여주듯이, 로마에서는 이미 공화정기 이전부터 다양
한 종류의 금석문이 제작되고 있었으며 , 특히 아우구스투스 원수정 초기
부터 현저히 증가된 비석의 종류와 수량은 비석에 대한 로마인들의 현저
한 선호경향을 보여준다 .
이에 대한 물리적 배경으로는, 기원전 1세기 중반 카이사르Caesar때부터
장식 및 글자를 새기기에 적합한 양질의 백색 대리석이 피사Pisa 북쪽 Alpi
Apuane지역에서 Luna의 항구를 거쳐 대량으로 로마로 유입되었다는 사
실 및 카이사르의 도시계획 정책을 이어받은 아우구스투스의 전적인 도
시계획 , 즉 로마의 건축물들을 대리석으로 장식하려는 목적으로 인하여,
이탈리아 밖 대리석 산지에 대한 개발과 독점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증가
된 대리석 공급량을 거론할 수 있다 .
그러나 비석제작증가의 내적 이유는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원
36)

“

37)

38)

39)

40)

41)

36) Robert (1961), p.454., Beltrán (2015) p.135.

권의 내용은, 카이사르의 사망해인 기원전 44년까지의 금석문을 모은 것으로
서, 공화정 이전시기의 금석문이 소수 남아있다. ILLRP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까지의 금석문을 모은 것이다. Salomies (2015) pp.158-159. table 9.1, 9.2 참조.

37) CIL I

38) Alföldy (1991) pp.289-324.
39) Dolci (1989) pp.11-54, Pensabene, Gasparini (2015) p.97.
40) Suet. Aug. 28.
41) Bodel (2001/2006)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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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다층적으로 혼재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大 플리니우스Plinius maior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한다.
大 플리니우스 [박물지Naturalis Historia] 34.17

42)

이러한 경향이 전 지역에 퍼졌으니, 이것은 다름 아닌 세련된 문화경쟁에 기인
한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속주의 공공장소에는 조각상들이 장식되어 개개인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고자 하였고, 기단부에는 탁월한 업적들이 새겨지기 시
작하였는바, 단지 묘소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후대인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함이다. 곧 개인의 집안에, 특히나 접회실atria은 일종의 광장으로 되
어, 피호민은 이런 식으로 두호인에게 예를 표하게 되었다.

기원전 159년, 로마에서 彫像들이 난립하는 관계로, 원로원이나 로마 인
민에게 허가받지 않은 조상들은 호구감찰관 고시를 통해 광장에서 철거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 플리니우스는 로마에서 彫像건립이 활성화되는 원
인을 헬라스에서 기원한 조상건립 풍습에 자극된 로마인들의 “세련된 문
화경쟁humanissima ambitio”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彫像의 기단부에 새겨진 銘文을 지적하면서, 개인에 대한 기억과 칭송이
청동 판에 새겨진 글을 매개로 확산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이 조상과 명문
43)

42) Plin. NH 34.17. Excepta deinde res est a toto orbe terrarum humanissima ambitione, et
in omnium municipiorum foris statuae ornamentum esse coepere propagarique memoria
hominum et honores legendi aevo basibus inscribi, ne in sepulcris tantum legerentur.
Mox forum et in domibus privatis factum atque in atriis: honos clientium instituit sic
colere patronos.
43) Plin. NH. 34.30.

인민과 원로원의 결정에 의해 건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praeter eas

quae populi aut senatus sententia statutae essent... Plin. NH 34.20-32, Beltrán (2015)
p.92., cf) Dio. 6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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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되는 공간이 공공장소를 넘어 개인의 저택에 이를 정도라고 기술
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플리니우스 당대 그런 풍조가 상당히 성행했음
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한편 동시대 문헌보고와는 별개로, MacMullen은 기원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라티움어로 쓰인 비석의 양이 3세기에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 및 로마제국 서쪽 지역, 북 아프리카지역에서 발견
되는 묘비석의 양식이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양식을
모방한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문자로 새겨서 기록하는 습관
epigraphic habit”이라 명명한다 . 그의 분석 중, 기원 후 1세기부터 2세기
까지 비석의 양이 증가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로마시민권과의 상관성 ,
당대 로마의 팽창으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지역적,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44)

45)

46)

47)

플리니우스는 저택 내 접회실까지만 언급하고 있으나, 원로원
의원의 저택 내 공적 공간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 발견된 업적비에 관한 Eck의 보고 역
시 당대의 비문제작선호경향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Bodel (1997) pp.26-32, Eck (2010)
44) Beltrán (2015) p.134.

pp.275-298.

은 특히 뒤의 현상을 제국 서쪽지역이 로마화되는 증
거라고 해석한다. 이하 본 논문 pp.16-17(주석 45)-48) 부분)에 소개되는 “epigraphic
habit”과 관련된 논쟁은 Bodel (2001/2006) pp.6-10에 따른 것이다.
46) Meyer (1990)에서 Meyer는, 묘비와 로마시민권과의 상관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즉, 로마식 묘비는 로마시민이라는 고유의 특권을 함축하며, 특히 로마시민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묘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로 인해 묘비 제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기원후 3세기 묘비가 급속히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Meyer는 Caracalla황제 제
위시기인 기원후 212년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토니누스 황제
칙법Constitutio Antoniniana이 실시된 이후, 그 특권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묘비를 만들 유인이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47) Woolf (1998)에서, Woolf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상당량의 비석에 로마인의 명칭
구성법에 따르지 않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는 점 및 로마시민권여부가 표기되지 않았
다는 점을 든다.
45) MacMullen (1982), MacMu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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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상기 논의들은 비석의 제작원인을 특정 사
회·정치현상의 변화에 따르는 비석수요의 증가로 파악하며, 부분적으로 타
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금석문 문명”으로 정의되는 로마사회를 전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석제작이 획기적으로 증가된 아우구스투스 원수
정기의 비석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비석의 종류와 의의를 해석한 후,
비석 증가추세의 원인을 귀납적으로 살피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Alföldy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는 최초의 원수princeps가 되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로마에 한정적이었던 비석
관련 문화를 제국으로 전파시켰다 . 통치자의 정책적 의도를 강조하는 그
의 가설에 반대하여,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시기와 비석 증가라는 두 사건
의 우연적 동시성을 강조하는 설 역시 대두되었다 . 그러나 두 가설 모두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에 발생한 비석의 획기적 증가라는 사안에 관해서
는 일치하는바, 묘비석을 비롯하여, 기념상기단, 공적비 , 건축물 조성기
념비 , 里程標指石 , 토지경계석termini , 종교관련 비석tituli sacri 인
48)

49)

50)

51)

52)

53)

54)

48) Alföldy (1991) pp.289-324.
49) Woolf (1996) p.22., Hurlet (2015) p.178.
50) CIL XII 6-11= ILLRP 309-312=ILS 1-4, 7: L.Aquilius Florus Turcianus Gallus (3 BCE)

이하 본 논문 주석 50)-63)에 소개되는 비석
종류에 따른 개괄적 설명은 Beltrán (2015)에 따른 것이다. 공적비의 경우, 공화정 말기
이전에는 공적비를 헌정받는 사람의 신분은 원로원의원으로서, 헌정받는 사람의 이름
과 공적비 건립당시의 직책 혹은 가장 중요한 직책만을 간단히 언급하였으나, 아우구
스투스 원수정기부터는 역임했던 직책cursus honorum 모두를 표기하는 것이 보편화되
었다. 공적비 말미에 새겨지는 상용어구는 다음과 같다. “지방시참사회 의결에 의해
장소가 제공됨l(oco). d(ato). d(ecreto). d(ecurionum)”. 지방도시에서는 지방시참사회
decuriones의 허락을 받아, 기사신분을 포함하여 그 도시의 유력가문에 속한 자들이 공
공장소에 자신들의 공적비를 세웠다.
51) Panciera (2006) pp.53-82에 따르면, 건축물조성기념비의 경우, 지방정무관들이 성
벽, 성문, 탑 등을 준공하거나, 보수한 뒤 세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Pobjoy
CIL III 551= ILS 928, Beltrán (2015)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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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봉헌비, 제단봉헌비, 기원답례비ex voto, 그 외에 公的기록과 관련된
금석문instrumenta publica인, 法律公示판 , 군복무관련증명판 , 賓客증명
55)

56)

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에는 지방귀족층 사이에서 관직취임헌납금
summa honoraria 및 온갖 종류의 공용건축물로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宣示현상
euergetism이 나타난다.
52) Alföldy (1991) pp.299-302에 따르면, 이정표지석의 경우 원래는 도로를 따라, 장소
간 거리를 표시하였으나, 점차 그 도로건설시 책임정무관이나, 후에 그 도로를 보수한
정무관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정표지석은 이탈리아, Gallia Narbonensis, Hispania
Citerior에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20년까지 많이 세워졌으나, 약간의 휴지기를
거친 후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기원전 20년경부터 황제의 업적을 선전하는 용도로 빈
번히 세워졌다.
53) 토지경계석의 경우 역시 이정표지석과 마찬가지로, 경계표시라는 실용적 목적 외
에, 경계표시와 관련된 정무관이나 황제의 이름이 새겨졌는바, 이러한 현상은 소위 그
라쿠스 경계석cippi Graccani이라 불리는 기원전 2세기 금석문들(ILLRP 467-475)부터
분명히 드러나며, 제정기에는 일반화 된다.
54) Alföldy (1991) p.319에 따르면, 종교관련비석은 헬라스와 비교했을 때 로마에는 드
문 종류였다. 종교관련비석의 종류 중 많이 발견된 것으로는, 신에게 바친 기원과 그
응답에 대한 보답으로 바치는 기원답례비 ex voto를 들 수 있으며, 기원답례비는 아우
구스투스시기에 이미 널리 퍼진 관습이었다.
55) 공적기록과 관련된 비석 중 법률과 관련해서, 로마에서는 그 내용을 석비보다는
청동판에 새기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Plinius NH 34.99. 기념물의 영구보존
을 위한 청동사용은 이미 오래전 청동판으로서 전해지는바, 거기에는 공적 결정사항들
이 새겨져있다. usus aeris ad perpetuitatem monumentorum iam pridem tralatus est tabulis
aereis, in quibus publicae constitutiones inciduntur., Cic. Catil. 3.19. 법률이 적힌 청동
legum aera; Phil. 1.16. ...카이사르의 결의사항은 확실한바, 그것은 청동에 새겨져 있
다...acta Caesaris firma erunt, quae ille in aes incidit..., Corbier (2013) n.21. 참조. 이러한
관습은 기원전 2세기부터 보편화되었으며, 바카날리아 축제에 관한 원로원 의결SC. de
Bacchanalibus, 헤바 서판Tabula Hebana, 우르소 법Lex Ursonensis(de Colonia Genetiva
Julia)등이 각인된 청동판에서 확인된다.
(2000)

56) Salomies (2015) p.164, Eck, Wolff (1986), Corbier (2006) pp.131-146, Speidel (2015)

에 따르면, 군복무관련증명판은 특히 변경지방에서 발굴되며, 공화정기에
는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금석문으로, 원래 로마에 공시되었던 황제 칙법 중 일부분
을, 군인들이 해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가 담긴 부분만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적으로 소지하던, 일종의 군복무증명표이다.
pp. 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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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tabulae hospitales, tabulae patronatus , 달력판 , 집정관역임자명부비fasti
consulares 및 개선장군명부비fasti triumphales 등,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비석들은 그 수량 뿐 아니라 종류 및 크기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
그러나 이런 다양한 비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것은 묘비
로서, 묘비는 현존하는 로마비석의 3/4을 차지한다 . 지역적 특성 및 재
료, 크기라는 물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부가해서 고려한다면, 섬세한
차이가 드러나지만, 묘비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망인의 성명, 묘비석
제작자의 성명, 묘소의 크기 및 같은 묘소를 쓸 수 있는 사람의 명칭이 기
입된 것으로서 매우 단순하다 .
57)

58)

59)

60)

61)

62)

CIL I 252263)

푸블리우스 피디클라니우스/ 푸블리우스의 아들, 콜리나 분구 출신/ 자기자신
에 따르면, 빈객증명판은 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자와 받아야 하는 자 사이에 공통으로 소지하는 판으로서, 대부분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Hispania지방과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사용된 것들이거나, 기원후 4세기 이탈
리아에서 사용된 것들이다.
58) 지금 현존하는 달력판은, Fasti Antiates Maiores(Inscr. It. XIII.2, no.1=ILLRP 9) 1개
만 제외하고는, 모두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이후의 것들이다.
59) Simpson (1993), Nedergaard (1994-1995)에 따르면, 악티움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승전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논쟁이 있는 집정관역임자명부비Fasti
Capitolini와 개선장군명부비의 비편들이 전승된다.
60) Salomies (2015) p.159. 또한 Eck (1984), (2010)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념비석들은 이탈리아 및 제국 서쪽 지역으로 빠르게 전파되
었다.
57) Nicols, J. (1980), Beltrán (2016)

61) Bodel (2001/ 2006) p.30, 182 n) 13.
62) Hope (2009), p.166.
63) CIL I 2522. P(ublius) Fidiclanius/ P(ubli) f(ilius) Col(ina)/ sibi et sueis./ In fr(onte)
p(edes) XVI/ in agr(o) p(edes)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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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신의 가솔들을 위해/ 가로 16척 세로 16척./

조금 더 확장된 내용에는 망인의 사망일자, 나이, 직업 등의 사항이 첨가
되며, 묘소훼손금지 또는 비문의 독자에게 보내는 傳言 등의 사항이 덧붙
여지기도 한다. 특히 공화정기와 비교해서,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에는 지
배계층만이 아니라 全 계층에서 묘비석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한 사항이다 .
묘비를 세우는 위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초기에는 지하에
시신과 함께 부장된 상태였지만, 기원전 2세기부터는 지상에 세워졌고, 공
화정 말기에는 로마성문 밖으로 墓碑路가 조성되었다 . 웅장한 묘소건립
풍조 역시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에 등장한 현상으로, 여기에는 필연적으
로 묘비의 증가가 수반되며, 이 묘소들의 외벽에는 망인의 이름만이 새겨
져 있으나, 내부에는 묘비와 가솔familia에 속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명칭이
여러 비석에 새겨져 있다 . 기원후 2세기 후반부터 공적과시를 기피하여
지하실hypogea나 지하집합묘catacombe가 우세한 풍조가 조성되기 전까지
묘비는 도시 성곽의 도로를 따라 세워졌다 . 묘비가 공적인 도로,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로마 성문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묘비가 공시
64)

65)

66)

67)

에서, Mouritsen은 Ostia와 Pompeii에서 발굴
된 묘비석의 제작자 3/4이 해방자유인이라고 주장한다.

64) Beltrán (2015) p.96., H. Mouritsen (2005)
65) Hesberg, Zanker (1987).

에 따르면, 기원전 30년경 조성된 Via Appia의 Caecilia Metella의
묘소(CIL VI 1274= ILS 881)와 기원전 12년 조성된 Via Ostiense의 C. Cestius Epulo
의 묘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묘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작위 대중이
아니라, 선별된 가족 구성원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공시가 목적인 위의
다른 비석과는 달리, 이런 묘비석은 공시의 정도에 차등이 부여되는 종류임을 알
수 있다.

66) Beltrán (2015) p.96.

67) Hesberg (1992), Beltrán (2015)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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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즉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어떤 사실을 보고하고 알리고자 하는 목적
을 지닌다는 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묘비의 공시목적을 특징적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사항은, 묘비에 상속인, 수유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서
유럽에서 발견된 묘비 중 80% 이상에서 묘비석의 제작자가 핵가족 구성원
이라는 것을 근거로, 가장권potestas patris familiae에 복속하는 연령의 자식
으로부터 부모에게 하는 상속의 난점을 고려하여, 묘비제작자와 상속인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 유언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제
작된 묘비 및 묘소기념물 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언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 온전한 상태로 전
해지는 고전기 로마의 유언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 . 파피루스
자료들은 거의 이집트 지역의 관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헬라스어로 작성되었으
며, 특히 기원후 3세기 안토니누스 황제 칙법Constitutio Antoniniana을 통해 세
베루스 알렉산데르 황제가 라티움어가 아닌 헬라스어 유언장 작성을 용인
한 이후에 작성된 것은, 유언장의 형식을 중시하는 로마 지역의 관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 그러나 유언장의 존재를 명시하는 묘비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으며, 대부분 “유언에 기해 ex testamento”라는 한정된 어구로
68)

69)

70)

71)

72)

68) Saller, Shaw (1984), (1994).

의 정의: [학설휘찬] 11.7.2.6.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25권. 묘소기념물이
란, 망인에 대한 기억을 보존할 목적으로 건립된 것을 말한다. D.11.7.2.6. Ulpianus

69) monumentum

libro 25 ad edictum Monumentum est, quod memoriae servandae gratia existat.
70)

최병조 (1998) p.156, 에서 최병조는 유언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수설의 입장과는
달리, 로마 사회 전체는 법정상속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주장한다. Cherry
(1996) 참조.

71) Champlin (1991) p.29.
72) Amelotti (1966), P.Oxy.54 (1987) 3756. 4-6, 3758. 133-55, 181-213 (AD 325),
Champlin (1991)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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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
그럼에도 비교적 상세히 유언장의 내용을 전하는 자료로, 이집트에서 발
굴된 기원후 142년 군인인 Antonius Silvanus의 유언장을 새긴 파피루스 단
편 (FIRA 47 = BGU VII 1695, 1696), 기원후 1-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한
로마 시민의 유언을 새긴 비편 (CIL XIII 5708 = ILS 8379= FIRA 49), 그리
고 기원후 108년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고 추정되는 인물이 작성한 유언장
을 새긴 비편, “다수미우스의 유언” 비 (CIL VI 10229 = FIRA 48)가 전해진
다 .
73)

74)

73) Champlin (1991) p.37.

는 1820, 1830, 1976년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원 비석의 가운
데 부분만이 보존된 상태로서, 몸젠의 추정을 비롯한 여러 해석방식이 있다.
Matthews (2010)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편의 끝 부분에 새겨진 유언작
성 당시 집정관의 이름을 통해 유언장 작성연도를 기원후 108년으로 추정한다.
1831년 Bartolomeo Borgehsi가 주장하고, 몸젠이 받아들인 바, 35행과 47행에 등장
하는 이름인 Dasumia를 유언작성자의 여자해방자유인의 이름으로 추정하고, 11행
에 등장하는 “Da”를 유언자의 딸로, 이에 덧붙여 다른 상속자, 즉 유언자 친구의
아들로서 유언자에게 입양된 상속인의 이름에 Dasumius가 들어간다는 추정 하에,
P. Tullius Varro의 아들을 입양하여 L. Dasumius Tullius Tuscus라는 이름을 준 L.
Dasumius Tuscus를 유언자로 추정했다. 그러나 1976년 발견된 비편으로서 제 1 상
속인의 이름이 Dasumia라는 것은 확실해졌으나, 그 인물이 유언자의 딸인지에 대
한 의문을 Eck이 제기하였고, 그의 주장에 의하면 Dasumia는 유언자의 모친이고,
다른 Dasumia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은 모친의 집안에서 데려온 노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Eck의 가설에 따라, Syme은 유언장 작성자가 Dasumius가 아니라는 입장
에 서서, 입양된 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유명한 小 Plinius [편지] 8.18에 등장
하는 Gnaeus Domitius Tullus를 유언장 작성자로 거론하기도 하였다(Plinius [편지]
8.18.1-4에 관해서는 본 논문 p.28, 주석 85) 참조.). 한편, Tate은 기존의 추정들이
귀족가문에 한정시킨 유언자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111행에서 상대방을 지칭
하는 표현인 “dominus”등의 표현과 당시 팽만한 해방자유인의 자기과시 경향을 근
거로, 유언자가 부유한 해방노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CIL VI 10229 p.170, FIRA
III pp.133-142, Eck (1978), Syme(1985), Tate (2005), Matthews (2010) 참조. 全文번역
은 본 논문 부록 3 참조.

74) CIL VI 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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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다수미우스의 유언” 비는 약 133
행이 남아있으며, 30-35행은 추모기념물 건립이 상속인에게 의무로서 부과
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수미우스의 유언” 비 30-35행

“

나는 나의 상속인 혹은 상속인들이 될 자들에게 요청하고] 그와 그들의 신
의에 맡기는 [바, ...
(31) 내 이름을 새겨서] 건립하라; 마찬[가지로] 코르두바에 [...
(32) ] 내 이름을 [새]겨 건립하[라
(33) 나는 원하고 명하노니,] 상기 기술된 사항들이 [나의 상속인이 될 자 혹은
될 자들의 감독에 의해] 행해지도록 하라.
(34) ] 그리고 그 혹은 그들의 [신의]에 맡기[는바, 모든 것이
(35) 기술된 대로 행해지도록 말]이다. 유모인 다수미아 튀케에게 [나는 주고 유
증하는 바,
(30)

더 나아가, [학설휘찬]의 개소 D.28.5.45(44)는 묘소기념물 건립과 유언에
따른 상속인으로서의 지위확보문제가 밀접히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

학설휘찬] 28.5.45(44) 알페누스 [학설집] 제 5권

75)

75) D.28.5.45(44) ALFENUS libro quinto digestorum Pater familias testamento duos
heredes instituerat: eos monumentum facere iusserat in diebus certis: deinde ita
scripserat: "Qui eorum non ita fecerit, omnes exheredes sunto": alter heres hereditatem
praetermiserat, reliquus heres consulebat, cum ipse monumentum exstruxisset, numquid
minus heres esset ob eam rem, quod coheres eius hereditatem non adisset. Respondit
neminem ex alterius facto hereditati neque alligari neque exheredari posse, sed 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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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장이 유언으로 2인의 상속인을 지정하였고, 그들에게 묘소기념물을 일
정한 기일 내에 건립할 것을 명하였다. 이어서 그는 (유언에) “그들 중 하나가 그
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상속제외될지어다.” 라고 썼다. 둘 중 하나는 상속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상속인은- 그 자신이 묘소기념물을 건립한 후- 그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그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
아닌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그 (알페누스의 스승 세르비우스)는 해답하기
를, 누구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속에 구속되지도, 상속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누구라도 조건을 성취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나머
지 중의 누구도 상속 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 개소는 기원전 1세기 공화정 말기 법률가였던 푸블리우스 알페누스
바루스 Publius Alfenus Varus(주 활동 시기: 기원전 60-30년)의 견해로서,
여기서 정지조건부 상속이나 해제조건부 상속이라는 법률적 문제는 논외
로 하더라도 , 이 개소를 통해 유언에 따른 상속과 묘소기념물 제작 사이
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감독 하에 묘소기념물이 건
립되었다는 사실을 묘비에 새겨 자신의 행위를 증명하기도 한다.
76)

CIL VI 1374= ILS 91777)

이 건축물은 유언에 따라 330일 만에완성되었다/ 푸블리우스의 아들, 클라우디
quisque condicionem implesset, quamvis nemo adisset praeterea, tamen eum heredem
esse.
76) Tellegen, J.W. (2012) pp.196-201.

참조.

77) Opus absolutum (est) ex testamento diebus CCCXXX/ Arbitratu/ Ponti P(ubli) F(ili)
CLA(udia tribu) Melae heredis et Pothi L(ib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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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구소속, 상속인폰티우스멜라그리고해방자유인포티우스의감독하에.
IRT 658 (HD 59510= EDCS 6000655)78)

가이우스 아엘리우스, 파피리아 분구 소속, 크레스켄스를 위해 아엘리우스 뮈
리스의 유언에 따라 (ex testamento) 상속인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발부스가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묘소기념물과 묘비를 통해 상속인으로서의 의무완수가 증명됨
과 동시에, 제작자는 망인의 상속인임이 다중에게 인정받게 된다.
한편, “다수미우스의 유언” 비처럼 유언장 자체를 비석으로 새겨서 공시
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유언장은 공적인 성질을 띠며, 그 기원에
서부터 인민에게 공개되는 종류의 것이었다. 로마 건국 초기 로마 시민의
유언은, 매 해 2번씩 열리는 大神官 召集 쿠리아 민회comitia calata 개최
시, 그 해의 법정공휴일, 기념일 및 업무일 지정, (증인입회 하의) 家祭祀離
脫宣言detestatio sacrorum 을 통한 입양승인adrogatio, 귀족에서 평민으로
의 이전승인transitio ad plebem과 동시에 신관단 주재 하에 공표되었다 .
79)

80)

78) IRT 658 (HD 59510= EDCS 6000655) C(aio) Aelio Pa[p(iria)] / Crescent[i] / ex
testam[en]/to Aeliae / Myridis / P(ublius) Corneli[u]s / Balbus / her(es) fecit. CIL VI

에 보고된 유언장의 내용을 언급하는 비문들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약어(유언으
로 건립을 명하였다 t(estamento) p(oni) i(ussit), 유언으로 세우기를 명하였다
t(estamento) f(ieri) i(ussit), 유언에 기하여 e(x) t(estamento))들이 관찰된다. Champlin
pp.36-40.
79) D. 50.16.40.pr., D. 50.16.238.1., cf) Cic. Or. 144, Cic. Leg. 3.48.
80)

법정공휴일, 기념일 및 업무일 지정: Varro L.L. 6.27 Primi dies mensium nominati
Kalendae, quod his diebus calantur eius mensis Nonae a pontificibus, quintanae an
septimanae sint futurae, in Capitolio in Curia Calabra sic: "Die te quinti kalo Iuno

입양승인절차: Cicero Dom. 13.34,
Gellius 5.19.9.: 대신관 소집 쿠리아 민회에서 유언작성권을 통한 유언승인절차에
Covella" aut "Septimi die te kalo Iuno Cov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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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리우스 [아티카 야화] 15.27.1, 3

81)

대신관 소집 쿠리아 민회comitia calata, 쿠리아 민회comitia curiata, 켄투
리아 민회comitia centuriata, 트리부스 민회tributa, 평민회concilium,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라엘리우스 펠릭스는 퀸투스 무키우
스에게 헌정한 그의 책 맨 처음 부분에서, 라베오가 기술하기를, “대신관 소집
calata” 쿠리아 민회comitia는 신관단을 위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희생물
담당) 왕이나 제관들을 임명하는 목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전한다. [3]바로 그 민
회, 즉 “(대신관)소집calata”이라고 불리는 민회에서 가제사이탈선언과 유언이
행해지곤 했다. 실로 유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바, 우선 대신관 소
집 쿠리아 민회를 통해 인민이 모인 민회에서 한 것이 있고, 다음으로는 軍裝을
하고 한 것으로서 in procinctu,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전선에 소집된 남자들이
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산양도per familiae [e]mancipationem 를 통한 것으로
서, 거기에서는 銅과 저울per aes et librum이 사용되었다.
27. [1]

82)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즉 다른 경우와는 달리, 인민은 투표를
통해 찬반여부를 표명하지 않고, 단지 유언내용의 증인의 역할을 맡는다는 설과
입양승인절차 및 유언을 통한 입양승인절차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다는 설이 그것이다. Botsford (1909) pp.152-167 참조.
81) Gell. 15.27.1-3, [1] Quid sint “comitia calata,” quid “curiata,” quid “centuriata,” quid
“tributa,” quid “concilium”; atque inibi quaedam eiusdemmodi. In libro Laelii Felicis
Ad Q. Mucium primo scriptum est Labeonem scribere “calata” comitia esse quae pro
conlegio pontificum habentur, aut regis aut flaminum inaugurandorum causa. [3] Isdem
comitiis, quae “calata” appellari diximus, et sacrorum detestatio et testamenta fieri
solebant. Tria enim genera testamentorum fuisse accepimus: unum, quod calatis comitiis
in populi contione fieret, alterum in procinctu, cum viri ad proelium faciendum in
aciem vocabantur, tertium per familiae emancipationem, cui aes et libra adhiberetur.

에는 가산면제emancipatio로 되어있으나,
mancipatio가 합당하다. 주석 83) 참조.

82) Gel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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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에 의하면

G. 2. 102-104

가이우스Gaius의 [법학원론institutiones]에 따르면, 유언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할 수 있었으나, 대신관 소집 쿠리아 민회에서의 유언작성권이라는
절차와 전선에 소집되어 하는 유언은 점차 사용하지 않아, 가이우스 당시
에는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에 갈음하여 銅衡행위macipatio 방식의 유
언testamentum per aer et libram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유언서
tabula testamenti를 작성하고 終意를 언명하는 방식nuncupatio으로 변모하
여, 결국 유언서가 결정적이게 된다 .
83)

83)

가이우스 [법학원론] 2.101-103. 101. 처음에 유언의 종류는 두 가지였다. 매년 2회
씩 유언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공지 민회에서 유언을 행하는 것과 군장
을 하고, 즉 전쟁을 위해 무구를 갖추고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인이 장비를
갖추고 무장을 하여 군장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는 평화 시
혹은 평상시에 행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전쟁을 치를 사람이 한 것이었다.
102. 세 번째 유언의 종류가 등장하였는데, 동과 저울을 통해 행해진 것이다. 그
것은 대신관 소집 쿠리아 민회나 군장을 한 유언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갑작스
런 죽음에 서둘러, 자신의 재산, 즉 가산을 친우에게 동형행위(mancipium)를 통해
인도하고, 그에게 자신이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
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동형행위 (동과 저울을 통한per aes et libram) 방식의 유
언이라 불린다. 103. 그러나 저 두 가지 유언 방식은 불사용으로 인해 사라졌다:
실로 저것, 즉 동과 저울을 통한 유언 방식만이 실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금
은 이전에 하던 식과는 확실히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G. 2. 101. Testamentorum
autem genera initio duo fuerunt: nam aut calatis comitiis testamentum faciebant, quae
comitia bis in anno testamentis faciendis destinata erant, aut in procinctu, id est, cum
belli causa arma sumebant: procinctus est enim expeditus et armatus exercitus. alterum
itaque in pace et in otio faciebant, alterum in proelium exituri. 102. Accessit deinde
tertium genus testamenti, quod per aes et libram agitur: qui enim neque calatis
comitiis neque in procinctu testamentum fecerat, is, si subita morte urguebatur, amico
familiam suam, id est patrimonium suum, mancipio dabat eumque rogabat, quid
cuique post mortem suam dari uellet. quod testamentum dicitur per aes et libram,
scilicet quia per mancipationem peragitur. 103. Sed illa quidem duo genera
testamentorum in desuetudinem abierunt; hoc uero solum, quod per aes et libram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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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유언이 언제나 공공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키케로나 小
Plinius minor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키케로 Att. 15.2.4

84)

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가 그런 중병에 걸렸으니, 차라리 그
렇게 된 것(사망)이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이 제2 상속인
들인지, 유언장 작성일이 언제였는지는 알았으면 한다.
[4] ...... Alexio

小 플리니우스 [서한집] 8.18.1-4
1.

85)

항간에 떠도는 말, 즉 유언장이 그 사람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란 말은 확실

in usu retentum est. sane nunc aliter ordinatur, quam olim solebat;...
84) Cic. Att. 15.2.4 Scr. in Vescino xv K. Iun. a. 710 (44). [4] ......

de Alexione doleo,

sed quoniam inciderat in tam gravem morbum, bene actum cum illo arbitror. quos
tamen secundos heredes scire velim et diem testamenti.
85) Plin. Ep. 8.18.1-4. C. PLINIUS RUFINO SUO S. 1 Falsum est nimirum quod creditur
vulgo, testamenta hominum speculum esse morum, cum Domitius Tullus longe melior
apparuerit morte quam vita. 2 Nam cum se captandum praebuisset, reliquit filiam
heredem, quae illi cum fratre communis, quia genitam fratre adoptaverat. Prosecutus
est nepotes plurimis iucundissimisque legatis, prosecutus etiam proneptem. In summa
omnia pietate plenissima ac tanto magis inexspectata sunt. 3 Ergo varii tota civitate
sermones: alii fictum ingratum immemorem loquuntur, seque ipsos dum insectantur
illum turpissimis confessionibus produnt, ut qui de patre avo proavo quasi de orbo
querantur; alii contra hoc ipsum laudibus ferunt, quod sit frustratus improbas spes
hominum, quos sic decipi pro moribus temporum est. Addunt etiam non fuisse ei
liberum alio testamento mori: neque enim reliquisse opes filiae sed reddidisse, quibus
auctus per filiam fuerat. 4 Nam Curtilius Mancia perosus generum suum Domitium
Lucanum

— frater is Tulli — sub ea condicione filiam eius neptem suam instituerat

heredem, si esset manu patris emissa. Emiserat pater, adoptaverat patruus, atque ita
circumscripto testamento consors frater in fratris potestatem emancipatam filiam
adoptionis fraude revocaverat et quidem cum opibus amplissi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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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틀렸는바, Domitius Tullus는 죽음에 있어서 살아생전 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보였으니 말이다. 2. 유산편취자들에게 넘어가는 양 행했던 그는, 자신의 딸을
상속인으로 남겼는데, 그 딸은 그와 그의 형제에 공통된 딸인 셈으로, 그의 형으
로부터 그가 입양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손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유증을 남겼
고, 증손자들에게까지도 남겼다. 결론적으로 말해, 모든 일이 도의에 잘 맞게 행
해진 것으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다. 3. 그런고로, 온 도시에 의견
이 분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짓을 꾸미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몰지각한 자
라 부르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는 한편, 극히 추한 고백을 함으
로써 그를 배신하는 것으로, 그가 마치 자손없는 부친이나 조부, 증조부인 양 그
에 대해 비난해대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는데, 그가
사람들의 파렴치한 기대를 좌절시켰기 때문인고로, 그는 저(유산편취자)들을
시대풍조에 맞춰 속였던 것이다. 그들은 덧붙이기를, 그는 유언장을 달리 남기
고 사망할 만큼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왠고하니, 그는 딸에게 재
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되돌려 주었다는 것인데, 딸로 인해서 그 재산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왜냐하면 Curtilius Mancia는 자신의 사위인
Domitius Lucanus를 ― 그는 Tullius의 형이다 ― 몹시 싫어해서, 다음과 같은 조
건하에 그(Domitius Lucanus)의 딸, 즉 자신의 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바, 즉 그 손녀가 부권면제될 경우를 조건으로 걸었다. 그(Domitius
Lucanus)는 딸을 부권면제시켰고, 동생이 그 딸을 입양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
로 유언장이 기망되고, 형제가 공모자로서, 부권면제된 딸을 입양이라는 사기
를 통해 동생의 가장권 하에 다시 불러들였던 것인바, 실로 막대한 재산과 함께
말이다.

기원전 44년 5월 18일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키케로는 여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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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편지들에서처럼, 정치적 인물들의 근황과 자신의 저서에 대한 간단한
언급 뒤에, 자신의 주치의였던 Alexio의 유언장에 대한 소식을 묻는다 .
플리니우스가 보고하는 Domitius Tullus는 기원후 98년 트라야누스 황제와
함께 집정관직을 역임한 인물로서, 두 번의 보궐집정관 직을 수행했으며
당대 유명 인사였다. 특히 플리니우스는 Tullus의 유언장에 관련된 사항을
전하면서, 자신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세간의 소문과 평가를 덧붙인다.
이밖에도, 키케로나 플리니우스의 편지에서는 지인들이나 유명 인사들
의 유언장이 언급된 경우를 다수 찾을 수 있는바, 당대 로마에서는 개인의
유언 내용에 대해, 유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타인의 유
언내용을 알 수 있고, 또 타인의 유언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 형성되어 있었음이 추론된다.
유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유언과 관계없는 타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만, 유언에 따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평가한 경우가 있다. “투리아 칭송”
비문과 함께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여성에게 헌정된 추모사로 분류되는
무르디아 칭송 비문(CIL VI 10230= ILS 8394= ILLRP 839= FIRA III 70)이
바로 그것이다 . 약 30 줄이 전해지는 이 비편에는 유언장의 문구가 적혀
86)

2

87)

86) Cic. ad Att. 377(XV.1.1) Scr. in Puteolano Kal. Iun. an. 44.
87)

무르디아 칭송비문 全文은 본 논문 부록 2 참조. Ferro (2011)에서, Ferro는 이 비문
의 제작연대를 기원전 27년에서 기원후 14년 사이로 추정한다. 무르디아 칭송 비
문은 원 비석의 우측 부분 상단에 속하는 한 개의 비편이며, 철자법과 문단 간격
에 근거하여 제작연대를 추정한다. 이 비문을 헌정받는 여성의 이름은 비편에 무
르디아Murdia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문은 무르디아 칭송 비문이라 칭해
진다. 망인 여성의 이름으로 유추할 때, 망인여성의 씨족 명은 Murdius이고, 기사
신분으로 추정된다. Lindsay (2004), p.92, n)10에서, Lindsay는 CIL VI 색인부분에
서 Murdius 씨족 명이 33번 언급되며(이 비편 포함), Lucius, Gaius등의 이름도 확
인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해방자유인이고, 이 중에는 Africa 출신 L.Murdius라는
사람(CIL VI 10599)도 있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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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지만, 비문을 통해 유언장의 내용 일부를 알 수 있다. 비석봉헌자
는, 망인이 자신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더해 특정물을 유증하는 優先遺贈
praelegatum을 한 사실에 대해 감사하면서 , 망인의 덕을 칭송한다. 비석
봉헌자는 망인과 망인의 전 남편 소생으로서, 이전에 망인의 전 남편이 비
석봉헌자인 자신에게 상속할 몫을 망인에게 맡겨 사용수익하게 한 것을 ,
이제 망인이 자신에게 우선유증을 통해 반환한다는 사실을 비석에 명시하
고, 망인이 유언장에서 행한 상속의 공평함을 칭송한다.
이 비석의 제작시기인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에 母와 자식 간의 재산상
속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8)

89)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3.3. 서항

90).

표법은 강력한 법률을 사용하여, 남성 측 후손을 우선시 하고 여성을 통해 엮
여진 후손은 물리쳤는바, 법정관이 상속을 위해 혈족의 친연관계에 인해 혈족
으로부터의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unde cognati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母와 그 자녀들 간에는 그 어느 쪽으로도ultro citroque 상속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12

88)

최병조 (1998) p.165에서, 최병조는 우선유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상
속인이 複數의 공동상속인 중의 一人에게 특정물을 先取하게 하여 유증하였다면,
그것은 타인의 상속 지분과 관련되어 있는 한에서만 유효한 유증이었다. 수유자
자신의 상속지분에 부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수유자로서가 아니라 상
속인으로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 D. 30.34.11-12, D. 33.7.2.pr.

89) Cic. Pro Caecina 11-12, Dixon (1988) p.48.
90) Inst. 3.3.pr. Lex duodecim tabularum ita stricto iure utebatur et praeponebat masculorum progeniem, et eos qui per feminini sexus necessitudinem sibi iunguntur
adeo expellebat, ut ne quidem inter matrem et filium filiamve ultro citroque
hereditatis capiendae ius daret, nisi quod praetores ex proximitate cognatorum eas
personas ad successionem bonorum possessione unde cognati accommodata vocab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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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소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기 때 공표된 테르툴루스 원로원 의결
S.C.Tertullianum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자녀특권을 가진 여성에게 무유언
상태로 사망한 자식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허용하는 원로원 의결의
서항이다. 여기서 이 원로원 의결이 도입되기 전 母와 자식 간의 상속관계
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자식은 부계 쪽으로 연결되며, 자식이 母에게로 하
는 상속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또한 기원
전 5년, 군인을 위한 財政을 목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한 1/20 상속세
법lex Julia de vicesima hereditatum에는 최근친 종족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만이 상속제가 면제되었다는 보고가 전해지며 , 母의 재산에 대한 상속
세 면제는 네르바Nerva황제 이후의 일로서 , 무르디아 칭송 비문 제작 당
시인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에 母와 자녀 간 상속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
음을 뒷받침한다.
Dixon에 따르면, 자식이 母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母의 유언을 통해 母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父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母가 가져왔던 혼인지참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또는 父가 母
에게 신탁유증했던 것을 母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 무르디아 칭송 비문의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종류에 가깝다.
91)

92)

93)

94)

91) Dixon (1988) pp. 44-45.

각각의 원로원 의원들이 (sc. 군인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
하여)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그 중 어떤 의견도 받아들
이지 않고서, 1/20세를 제정하였다. 사망시 취득하게 된 상속과 유증에 관한 이
세는, 최근친 종족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이거나 매우 가난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
두 적용되는 것으로, 그는 카이사르의 비망록에서 이 세에 대한 항목을 찾아냈다.

92) Dio Cassius Lib. 55.25.5.

93) Plin. Paneg. 53.3, 76.1-3.
94) Dixon (1998)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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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봉헌자의 母인 무르디아는 재혼을 했으며, 무르디아의 전 남편, 즉
비석봉헌자의 父는 무르디아에게 그들 공동의 아들의 상속분을 사용수익
하라고 하였다(무르디아 칭송 비문(이하 LM으로 표기) 10-13). 그것은 무
르디아가 그 상속재산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취할 수 있으나 진정한 소유
권은 얻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서, 전 남편이 제시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그 재산을 원래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무르디아가 사망하면
서 이 재산을 비석봉헌자에게 우선유증한 것으로 미루어(LM. 8), 무르디아
는 전 남편으로부터 이 재산을 자신의 생존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무르디아는 비석봉헌자에게 우선유증한 몫 외의 나머지 재산에 대
해서는,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난 아들들 모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딸의 몫은 상속인들을 통해 재산을 유증받는 分有方式의 유증legatum partitionis
으로 주었다(LM. 4). 이 방식의 유증을 통하여, 딸 역시 상속인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무르디아의 전체 유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 재혼한 남편
에게는 혼인지참재산 외에 추가로 금전이 유증되었다 (LM. 6).
95)

96)

딸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의무로 인해 여성을 상
속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당시 경향을 반영하거나, 여성이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하는 보코니우스 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 3장1
절2. 보코니우스 법 부분, Gardner (1981/1986) p.170 참조. 최병조 (1998) p.163에
서, 최병조 역시, 분유방식의 유증이 보코니우스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수유자인
여성에게 최대한의 몫을 주려는 유언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한다.
96) 최병조 (1998) p.156에서, 최병조는 유증이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부여하는 명예라
는 점에 관해서 언급하며, 주석 25)에서 다음의 개소를 제시한다. D.5.1.52.2 Ulp.
95)

6. fideic., D.27.1.36.pr. Paul. 9. resp., D.32.11.20. Ulp. 2. fideic. Champlin (1989)

참조. 무르디아 칭송비문 (6). “남편에게는 일정량의 금전을 유
증하셔서, 혼인지참금에 대한 권리가 유언에 기한 명예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본 논문 부록 2 참조.
p.198 ff., p. 20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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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편의 1/3이 넘는 13행에 걸쳐(LM. 1-13) 비석봉헌자는 무르디아의 상
속인들과 상속사유를 제시한 후, 나머지 부분에서(LM. 14-22) 무르디아의
고유한 덕성을 칭송한다. 이 덕성은 주로 무르디아가 상속에서 보여준 판
단력, 공평함과 정의iustitia라는 측면에서 조명된다. 즉, 무르디아 칭송비문
의 2/3이상은 유산상속에 있어서 망인이 보여준 공평함과 재산관리에 대해
서 논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LM. 23-30)에서는 여성칭송의 보편적인 항목
인 절제, 정숙, 순종, 길쌈 등의 덕목이 칭송된다. 무르디아 칭송 비석의 봉
헌자는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법률 사항 뿐 아
니라, 망인이 평소 유념하였던 재산관리, 망인이 보여주는 형평성과 공정
성, 망인이 전 남편에게 보내는 감사와 기억이라는 법률 외적 사안을 덧붙
여 제시하고,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묘비를
통해 공시한다.
이 묘비문에는 상속 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상
속분쟁의 소지는 다분하다. 이미 Rudorff가 의문을 제기했듯이, 무르디아는
전 남편으로부터 사용수익이 아니라 신탁유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을 수
도 있다 . 이 비문의 제작시기가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임을 감안할 때,
만일 전 남편이 무르디아에게 사용취득권이 아니라 신탁유증을 통해 재산
을 상속했다면, 망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그것을 반환받
을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비문에 비석봉헌자가 자신의 권리
로서 명시하는 우선유증에 덧붙여 LM. (9)-(10) 행에서 제시하는 어구 “나
머지 자식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바, 자신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는, 비석봉헌자의 권리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무르디아가 재혼 시 얻은
97)

98)

97) Rudorff (1868) p.242 sqq. Vollmer (1892) p.485
98)

본 논문 3장1절2. 신탁유증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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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자식들로부터 제기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비문의 내용이 비석봉헌자와 망인의 관계, 비석봉헌자가 망인의 재산을 상
속받게 된 경위뿐 아니라, 망인이 비석봉헌자에게 상속한 재산의 출처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비석봉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했
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무르디아 칭송 비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기혼여성이 유언을 통
해 자신의 宗族員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증한 경우, 상속인
이나 수유자는 자신이 상속, 유증 받은 근거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公示
하고 피상속인 혹은 유증자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을 봉헌한다.”
그러므로 유언장과 관련하여 공시적 묘비문은 적어도 세 가지 특정 양상
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다수미우스의 유언” 비에 나타나듯이,
망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을 그대로 공표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학설휘찬] 28.5.45(44) 알페누스 [학설집] 제 5권의 개소와 “유언
에 기해ex testamento”가 명시된 비문들이 뒷받침하듯이, 상속인 혹은 수유
자가 유언자의 유언을 실행하고 자신이 상속인, 수유자임을 공시하는 자료
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무르디아 칭송 비문이 보여주듯이,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자신이 망인의 유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정당화를 공
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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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투리아 칭송” 비문의 특이성
통상 여성을 위한 묘비문은 非婚 자유인 여성ingenuae일 경우, 망인의 이
름과 망인의 부친의 이름이 명시되며, 기혼 여성인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남편의 이름이 함께 명시된다. 전자로부터, 종족에 종속된 여성의 지위filia
familiae를 알 수 있고, 후자로부터 합법적 혼인관계임uxor legitima이 명시
된다 .
99)

CIL VI 1274= CIL VI 31584= ILS 881100)

카이킬리아/ 퀸투스 크레티쿠스의 딸/ 메텔라, 크라수스의 妻

이에 덧붙여, 여성의 덕이 언급될 경우, 家事관련덕목domestica bona이
추가된다.
CIL I2 1221= CIL VI 9499= ILS 7472= ILLRP 793= CLE 959101)

좌측: 루키우스 아우렐리우스 헤르미아, 루키우스의 해방자유인, 비미날리스
99) Caldelli (2015), p.583.
100) CIL VI 1274= CIL VI 31584= ILS 881 Caeciliae/ Q(inti) Cretici F(iliae)/ Metellae
Crassi
101) CIL I2 1221= CIL VI 9499= ILS 7472= ILLRP 793= CLE 959 [L(ucius) Au]relius
L(uci) l(ibertus) / [H]ermia / [la]nius de colle / Viminale [h]aec quae me faato / praecessit
corpore / casto / [c]oniunxs una meo / praedita amans / animo / [fi]do fida viro veixsit /
studio parili <c=Q>um / nulla in avaritie / cessit ab officio / [A]urelia L(uci) l(iberta) / [
// Aurelia L(uci) l(iberta) / Philematio(n) / viva Philematium sum / Aurelia nominitata /
casta pudens volgei / nescia feida viro / vir conleibertus fuit / eidem quo careo / eheu / ree
fuit eevero plus / superaque parens / septem me naatam / annorum gremio / ipse recepit
XXXX / annos nata necis potior / ille meo officio / a<s=D>siduo florebat ad omn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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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의 정육업자. 여기 이 여자는 나보다 먼저 운명에 의해 앞서갔다. 그녀는 순
결한 몸을 가졌으며 나에게 유일한 아내였다.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충실한 남
편에게 충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같이 열심히, 어떤 탐욕도 없이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아우렐리아, 루키우스의 해방자유인 여성[...
우측: 아우렐리아 필레마티오, 루키우스의 해방자유인 여성. 생전에 필레마티
움 아우렐리아라고 불렸고, 순결하고, 염치있고, 세상일은 모르고, 남편에게 충
실했다. 남편은 이전에 동거노예였으며, 바로 그 사람을 나는 떠나니, 아이고!
그는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부모보다 나았다. 7살난 나를 자기 가슴에 품어주었
다. 40세에 나는 죽음에 붙잡혔다. 내가 옆에서 도와 그는 모든 [...
CIL VI 11602= CIL VI 34045= CLE 237102)

여기에 아뮈모네가 묻혀있다. 마르쿠스의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길쌈에
능한, 충실한, 정숙한, 알뜰한, 순결한, 집을 지키는 아내가.

은 기원전 1
세기의 비문으로 하나의 묘비를 삼등분하여, 가운데에는 부부의 모습이 조
각되어 있고, 좌측에는 망인이 된 妻에 대한 남편의 평가가 우측에는 妻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두 부분에서 제시되는
여성의 덕목은 대동소이하다. 순결한casta, 충실한fida, 염치있는pudens, 탐
욕스럽지 않은sine avaritate, 바깥으로 나돌지 않는volgi nescia성품이 여성
의 덕으로서 언급된다. CIL VI 11602= CIL VI 34045= CLE 237은 여성의
덕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준다. 즉, 여성의 묘비문에는 외모와
CIL I2 1221= CIL VI 9499= ILS 7472= ILLRP 793= CLE 959

102) CIL VI 11602= CIL VI 34045= CLE 237 Hic sita est Amymone Marci optima et
pulcherrima/ lanifica pia pudica frugi casta domis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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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함, 집안 내에서의 일에 관한 덕목이 주로 등장한다. 이 점은 “투리아
칭송” 비문과 무르디아 칭송 비문에서도 관찰된다 . “투리아 칭송” 비문
은 망인에 고유한 덕과 망인이 다른 훌륭한 여성들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덕을 구분하여, 전자에 관해서는 “합당한 평판을 돌보는 모든 가모들
과의 공통점”으로서 열거한다 .
그러나 “투리아 칭송”비문에는 가정생활에서의 덕보다는 고유한 덕, 즉
용기와 결단력이 비문 전체에 제시된다 . 망인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에 내전이 벌어진 기원전 49년 무렵, 미혼 여성으로서 어떤 도움도 없이
부모의 살해범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탄원하고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
또한 부친의 유언장과 관련된 상속문제에서 승소한다. 한편, 남편이 기원
전 52년 밀로의 재산경매에서 구입했던 집을 약탈자들의 침입으로부터 지
켜낼 뿐만 아니라, 이차 삼두정치기간 중에 법익박탈자가 되어 추방된 남
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기원전 43년 이후 남편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얻
은 시민권회복을 부정하는 레피두스에 맞서, 남편의 권리를 방어한다. 즉,
이 비문에서는 공화정 말기 혼란한 사회를 배경으로, 한 여성이 자신의
103)

104)

105)

무르디아 칭송비문의 봉헌자 역시, 망인에 고유한 덕과 공통적인 덕을 구분하면
서, 훌륭한 여성에 대한 칭송은 유사하다고 정의한다. 무르디아 칭송 비문 14행 이하,
본 논문 부록 2 참조.
104) “투리아 칭송” 비문 col.1 (30)-(32)에서 비석봉헌자는 망인이 보여준 가정에서의
덕domestica bona을 열거한다. 정숙함pudicitia, 공손함obsequium, 친근감comitas, 상냥함
facilitas, 침선lanificium, 미신 아닌 조상숭배studium religionis sine superstitione, 소박한
외양ornatus non conspiciendus, 적절한 차림새cultus modicus, 가족 간의 도의familiae
pietas. 그러나 묘비에 제시된 여성의 덕목들은 형식적 문구로서, 이 단어들을 통해 실
제로 망인이 그 덕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당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
했던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덕목을 보여준다. Friedländer (1979) pp.313-314.
105) Hemelrijk (2004) p.185.에서 Hemerlrijk은, 이 덕목들이 여성의 덕목이라기보다는
남성의 덕목임에 주목한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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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의지로써certa qu[idem sententia]” 성취해 낸 개인적 업적이 상세하
게 소개된다 .
이렇게 묘비에 망인 여성이 성취한 개인적 행적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점
은, 여성에게 봉헌된 추모사로 알려진 다른 사료들의 내용과는 상당히 배
치된다. 키케로에 따르면, 여성에게 봉헌된 추모사는 Q. Lutatius
Catullus(cos. 652/102)가 모친 Popillia에게 헌정한 추모사가 최초이며 , 역
사서술류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추모사를 헌정 받은 여성들은 모두 원로
원 신분 이상이다.
기원전 67년에 행해진 카이사르의 외조모 Iulia를 위한 추모사, 폼페이우
스의 아내이자 카이사르의 딸인 Iulia을 위한 추모사 , 기원전 51년에 행
해진 카이사르의 여동생 Iulia를 위한 추모사 및 원로원 신분여성에게
“

106)

107)

108)

109)

투리아 칭송” 비문 col.
Mommsen(1863)추정을 따랐다.
106) “

1 (19) certa qu[idem sententia]

부분에서, 본 논문은

107) Cic. de Orat. II.11.43-44.

실로 저 세 번째 종류는, 크라수스도 다루었던 바, 내가 듣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 본
인이 가장 공들였던 부분으로, 그가 (연설의 종류에) 덧붙였던 것이지만, 비록 중요하
다고는 하나 결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카툴루스가 말했다. “아니, 다름 아닌
칭송연설 말씀입니까? 왠고하니, 저는 그것을 세 번째 종류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는, 당신이 당신의 모친 포필리아를 칭송할 때 그 종류의 연설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감탄했던 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게는 최초로 그분에게 이 영예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3. nam illud tertium, quod et a Crasso tactum est et, ut audio,
...

[ille] ipse Aristoteles, qui haec maxime inlustravit, adiunxit, etiam si opus est, minus est
tamen necessarium." "Quidnam?" inquit Catulus; "an laudationes? [XI] [44] Id enim video
poni genus tertium." "Ita," inquit Antonius "et in eo quidem genere scio et me et omnis,
qui adfuerunt, delectatos esse vehementer, cum a te est Popilia, mater vestra, laudata, cui
primum mulieri hunc honorem in nostra civitate tributum puto.
108) Dio Cassius, xxxix, 64. 1.
109) Malcovati (1969), 5 F 30. Pepe (2018) p.284, 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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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된 추모사가 있었다는 보고가 전해진다 . 수에토니우스와 플루타르
코스에 의하면, 기원전 67년 카이사르가 로마 광장에 모인 군중 앞에서 자
기 가문의 여성인 외조모 Iulia를 위해 낭독한 추모사는 다음과 같다 .
110)

111)

Suet. Iul.1.6. (= ORF4 121 F 29-30)

112)

제 고모님 율리아께서는 모계로는 왕가, 부계로는 불멸의 신들의 혈통을 이어
받으신 분입니다. 실로 앙쿠스 마르키우스Ancus Marcius로부터 Marcius Rex系
가 형성되었으며, 베누스 여신으로부터 율리우스 家門이 기원했는바, 바로 율
리우스 家門이 저의 집안입니다. 그러니 그 家門에는, 인간들에게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저 왕들의 尊嚴과, 왕들 자신조차 그 세력에 복종시키는 신들의 神性
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 추모사는 크게 두 부분, 즉 망자에 대한 부분과 망자의 조상에 대
한 부분으로 나뉜다 . 폴뤼비오스에 따르면, 추모사를 행하는 자는 망자
의 업적을 칭송하고 나서, 망자의 조상들의 업적을 오래된 조상부터 차례
로 칭송한다 .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 역시 망자 본인에 대한 칭송과 조
113)

114)

110) Cornelia, Drusilla, Julia: Dio Cassius xxxix, 64. Junia, Livia, Octavia, Poppaea.
Crawford (1941) pp.21-22.

카이사르의 妻 Cornelia의 추모사를 낭독에 관해서는 Plut. Caes.5.1-5. (=ORF . 121
F28, F31) 참조. Pepe (2018) p.284, n) 16.
4

111)

112) Suet. Iul.1.6. (=ORF4. 121 F29-30) Amitae meae Iuliae maternum genus ab regibus
ortum, paternum cum dis immortalibus coniunctum est. Nam ab Anco Marcio sunt Marcii
Reges, quo nomine fuit mater, a Venere Iulii, cuius gentis familia est nostra. Est ergo in
genere et sanctitas regum, qui plurimum inter homines pollent, et caerimonia deorum,
quorum ipsi in potestate sunt reges.
113) Galletier (1922), p.193., Crawford (1941), p.23
114) Polyb. vi, 54.1.

본 논문 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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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상 칭송의 순서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추모사에 두 가지 요소, 즉 망자 본
인과 망자의 조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한
다 . Crawford가 인용하듯이, Madaura의 T. Clodius Luella를 위한 추모사
마지막 구절은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 “이 분은 클라우디우스 가문
에 영예와 자신의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Addidit hic decus ac nomen suae
115)

116)

Claudiae genti.”

또한 추모사는 광장에서 장례행진절차 중 한 가지로서, 밀집한 군중사이
에서 행해진 공적인 의식이다 . 이 점은 추모사 낭독자의 지위로도 알
수 있다. 망자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친척이 맡는다 . 황실과 연관된 경우, 황실
내 친족 구성원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보고가 구체적으로 전해진다 . 國
家葬일 경우 원로원의결에 따라 , 망자가 황제일 경우 차기 황위계승자
가 , 망자가 집정관일 경우 동료 집정관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 망자의
117)

118)

119)

120)

121)

122)

115) Quint. Inst, iii 7.10-18, Cic. de Orat. ii. 10.39-11.48.
116) Crawford, p. 24, n) 57., CLE 511. 9.

본 논문 부록 6 참조., Vollmer (1892) pp..452-453. 그러나 Vollmer는,
추모사를 헌정받는 대상이 초기에는 공적인 의식을 행할만한 귀족에 한정되었지만 점
차 그 대상이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플루타르코스가 제시하는 Aemilius
Paullus 부분에서, Paullus가 관직 없이 사망한 아들을 위한 추모사를 거행하려 했던 일
화 및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뉘시오스가 전하는 Appius의 아들들의 예를 들어, 정무관
직 역임이 추모사를 헌정받는 필수조건은 아님을 주장한다. Plut. Aem. Paul. 36.2.,
Dion. Halic. A.R. IX.54. 그러나 평민출신이 연단에서 추모사를 받았다는 전거는 발견
되지 않는다.
118) Polyb. vi.53.2. 본 논문 부록 6 참조.
119) Graff (1862) pp. 59 ff., 본 논문 부록 4 참조.
117) Polyb. vi.53.2

120) Quint. Inst. iii,7.1-4.
121) Cassius Dio 57.11.7.

그리고 그 행렬은 관람자들에게 장엄하고 화려한 장관
을 연출했는데, 혹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시기나 비탄이 아니었다. 실로 그렇지 않다
122) Plut. Publicola. ix, 6-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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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에 정무관이 있을 경우, 그 정무관이 추모사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
다 .
즉, 추모사를 통해 언급되는 조상들과 망자의 관계, 그리고 추모사를 지
금 낭독하는 망인의 후손에까지 이르는 가문의 연속성은, 로마 광장에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각인되고, 대중의 인증을 통해 가문의 계승이 승인된
다 . 이 점에서, 카이사르의 외조모 Iulia를 위한 추모사가 보여주듯이,
귀족 여성을 위한 추모사 역시 귀족 남성에 대한 추모사와 마찬가지로 가
문의 위상을 공고화시키는 동시에, 가문 내 정계에 진출하게 될 새로운 인
물에 대한 소개의 장으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귀족 여성을 위한 추모사에는 망인 여성 자신의 능력에 관한 칭
송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으로서 , 이것은 여성이 공직진
123)

124)

125)

126)

면, (그것에 대해) 그 정도의 선망과 열망이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료집정관을 위해 발레리우스가 행한 예식은 인정받았는바, 그 예식을 통해
존중받고 묻힌 자를 그는 칭송했던 것이다.[7] 즉 그는 망자를 위해 추모사를 행했으
며, 그것은 매우 로마인의 마음에 들었기에, 그때부터 모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서 추모사를 헌정받기 시작하였다. 전하는 바에 따
르면, 이것이 희랍의 추모사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서, 연설가 아낙시메네스가 이야기
한 것처럼 솔론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Liv. (I.1) II.7.8. Valerius
Poplicola Bruti primi consulis quem laudavit non erat agnatus. consul laudare fortunam
collegae, quod liberata patria in summo honore pro re publica dimicans, matura gloria
necdum se vertente in invidiam mortem occubuisset., Liv. II.47. M.Fabium Vibullinum
consulem laudasse C.Manlium Cincinatum collegam in pugna contra Veientes facta
(274/480) occisum., Plin. ep. II.1.6. Tacitus (anno 851/97) consul laudavit L.Verginium
Rufum collegam. Vollmer (1892) pp.455-457.

기원전 67년 카이사르가 Julia를 위해 추모사를 한 것은 그가 당시 재무관이었기
때문이다. Suet. Iul. vi, 1.6.
123)

124) Kierdorf (1980) pp.135-136.
125) Kierdorf (1980) p.135, Tylawsky (2001).

에서 Pepe는 이 점을 귀족 여성에게 헌정된 추모사가 칭송연설
epideictic의 속성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지적한다.
126) Pepe (2018)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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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지만 , 여성에 대한 추모사가 망인
여성에 대한 애도보다는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
그런데 귀족 여성에 대한 추모사와는 달리, “투리아 칭송” 비문에는 망
자와 망자의 가문에 대한 칭송이 없으며 , 앞서 언급했듯이 망인 여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상세히 서술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투리아 칭
송” 비문을 추모사라는 특수한 범주로 제한하지 않고 망인의 업적을 칭송
하는 칭송문encomium으로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 즉, 이 비문을 칭송
문의 세 가지 구성요건인 외적 요소res externae, 업적res gestae, 덕virtutes
127)

128)

129)

학설휘찬] 50.17.2.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 1권. 서항. 여성은 모든 시민적
업무 및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심판인이 될 수도 없고, 공직을 수행하거
나 출마할 수도 없고, 타인채무에 개입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나설 수 없다.
127) [

D.50.17.2. Ulpianus libro primo ad Sabinum. pr. Feminae ab omnibus officiis civilibus vel
publicis remotae sunt et ideo nec iudices esse possunt nec magistratum gerere nec postulare
nec pro alio intervenire nec procuratores existere.

그러나 리비우스, 플루타르코스, Diodorus Siculus에 따르면, 기원전 395년
Camillus가 Veii인과의 전투에서 아폴로 신전에 바치기로 했던 전리품이 부족하자, 가
모matrona들이 금을 제공하여 그의 서원을 충족시킨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금을 제공했
던 가모들에게 최초로 추모사가 헌정되었다. 그 이전까지 여성에게는 추모사가 헌정되
지 않았다. Liv. V. 23. 8-11, V. 25. 4-10, V. 50.7. “matronis gratiae actae honosque
128)

additus ut earum sicut virorum post mortem sollemnis laudatio esset.”, Plut. Camillus 8.,

이 경우, 추모사의 내용은 가문의 위세를 강조하기보다는
망인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Hillard (2001)
pp.45-46 참조.
129) “투리아 칭송” 비석의 비편들 중 소실된 비편에 조상과 가문을 칭송하는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있다. Osgood (2014) p.11. 또한 Ramage (1994)
p.350에서, Ramage는 col. 1 (3)의 “당신은 양친을 잃었는바orbata es”라는 구절로써 이
부분이 망인의 가문에 대한 언급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비문의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은 그러한 추정을 약화시키
는 요인이 된다. Costa (1915) p.37 ff., Horsfall (1983) p.91.
Diodorus Siculus XI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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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특히 업적 또는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Ramage는 “투리아 칭송” 비문 col. 2 (59)에 등장하는 “당신의 행적
tuis actis”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앞서 언급한 망인의 고유한 덕, 즉 내전
시기에 망인이 폭도들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켜낸 일 과 남편의
復權을 위해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고 되찾은 일 등
을 여성이 家事와 구분되는 공적 사안에 관련된 일을 행했다는 점에서 업
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Kierdorf가 지적했듯이, 망인 여성의 행적이 가정 내의 일에 한정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망인의 남편을 돕고 망인의 친·
인척 여성의 혼인지침재산을 제공해주는 등의 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가족과 친족에 관련된 일로 제한된다 . 비록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칭송문에서 다루는 명예honores를 얻게
되는 업적res gestae의 예로, 플리니우스가 전하는 L. Caecilius Metellus (기
원전 251, 247 집정관 역임)의 추모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0)

131)

132)

133)

134)

135)

大 플리니우스 [박물지] 7.139-140 (= ORF

4

4 F2)136)

130) Her. 3.14-15, Cic. De orat. 2.35-46, Part. 74-75, Quint. Instit. iii.7.12-16.
131) col. 2 (9a)-(11a).
132) col. 2 (12)-(21).
133) Ramage (1994) pp.342-356, Cutolo (1983-1984) pp.60-65.
134) col. 1 (45)-(51).
135) Kierdorf (1980) p.114, p.121.
136) Plinius NH. 7.139-140 (=ORF4 4 F2) Q. Metellus in ea oratione, quam habuit
supremis laudibus patris sui L.Metelli pontificis, bis consuis, dictatoris, magistri equitum,
XV viri agris dandis, qui p<llu>rim<os> elephantos ex primo Punico bello duxit in
triumpho, scriptum reliquit decem maximas res optimasque, in quibus quaerendis sapientes
aetatem exigerent, consummasse eum: voluisse enim primarium bellatorem esse, opt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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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투스 메텔루스는 자신의 부친인 대신관 루키우스 메텔루스를 위한 추모사에
서 , 두 번의 집정관 역임, 독재관, 기병대장, 농지분배 15인관, 제 1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코끼리들을 개선식에 이끌고 온 부친을 칭송했고, 부친
이 이룩한 가장 대단한 10가지 최고의 업적을 글로 남겼는데, 그것들은 현자들
이 일생을 들여 추구할 만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는 최상의 戰士, 최고의 연
설가, 가장 용맹한 사령관, 가장 중대한 일들이 그의 조점 해석으로 수행됨, 최
상의 영예, 최고의 지혜, 최고의 원로원의원이라는 평판, 선한 방법으로 취득한
막대한 금전, 많은 자식들, 그리고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됨: 이와 같은
경우는 로마 건국이후 그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었음(이 그 내용
이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투리아 칭송” 비문에 제시된 망인의 행적은
비록 공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쟁에서의 승리, 반란의 제
압, 국가 사안과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의 승소 등, 추모사에 등장하는 명예
의 원인이 되는 업적으로 간주하기엔 무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투리아 칭송” 비문의 경우, 망자와 비석봉헌자인 남편과의 혼인생
활 및 가정 내 사건 등의 사적인 관계가 매우 세밀히 묘사된다는 점이 특
기할 만한 사항이다. 비문에 언급된 모든 사건들에서, 망인이 남편에 대해
보여준 헌신적인 妻로서의 도의pietas와 신뢰fides라는 덕목을 찾아볼 수 있
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col. 2 (25)-(50)행에 이르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
는 이혼 논의 부분은, 망인의 불임 사실과 그에 대한 고민, 입양 시도, 비
oratorem, fortissimum imperatorem, auspicio suo maximas res geri, maximo honore uti,
summa sapientia esse, summum senatorem haberi, pecuniam magnam bono modo invenire,
multos liberos relinquere et clarissimum in civitate esse; haec contigisse ei nec ulli alii post
Romam condi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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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헌자인 남편에게 임신이 가능한 다른 여성을 妻로서 구해주려는 망인
의 계획, 부부간 공유하던 재산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이혼 제안에
대한 남편의 분노, 그리고 자식이 없는 상태로 망인과 계속 혼인을 유지하
기로 한 남편의 결심 등의 과정이 상세히 전개되어 부부 상호간의 친밀감
을 확연히 부각시킨다.
또한 이 비문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2인칭 서술자 시점(Du-Stil)
으로 서술된다는 점 역시, 만일 이 비문이 낭독되었다면, 광장의 연단
rostra보다는 묘지나 화장터 근처에서 망인과 비석봉헌자의 관계를 잘 아는
친지들끼리 모여서 낭독했고, 추모사보다는 추념사에 더 가까운 종류의 사
적인 것이라는 추정에 힘을 싣는다 .
한편 修辭적 측면에서, “투리아 칭송” 비문을 추모사가 아니라 칭송문이
라는 더 확장된 범주로써 다루는 Ramage는, 망인 여성의 덕과 행적에 대
한 서술을 칭송문 일반에 사용되는 수사 기법, 즉 칭송대상자와 다른 사람
들 간의 성품과 자질을 견주는 비교comparatio와 칭송대상자를 꾸며주는
확대amplificatio, 장식exornatio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석하기도 한다 . 특
137)

138)

139)

에서, Horsfall은 묘비에서 2인칭이나 3인칭으로 망인을 지칭하
는 방식은 모두 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인칭 서술기법에 별다른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138) Crawford (1941) p.19, p.27에서, Crawford는 묘지에서 친지만이 참석하는 작은 모
임과 추념사(여기서 추념사로 번역된 단어는 “encomium”이다. 그러나 Crawford의 논
의의 문맥상, “encomium”을 칭송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칭송
문은 추모사의 상위 개념으로 추모사를 포함하지만, 이 문맥에서 “encomium”은 추모
사와는 다른, 추모사와 유사하지만 좀 더 소규모로 진행된 사적인 의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에 대해, 로마에서 묘지가 성벽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운구 행렬
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Vollmer (1892) pp.468-471에서, Vollmer
는 위로문consolatio 역시 추모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139) Ramage (1994) pp.344-347에서, Ramage는 아리스토텔레스와 Rhetorica ad
Alexandrum의 저자에게서는 비교comparatio 기법이 매우 주목받았으나, 로마에서는 그
137) Horsfall (1983)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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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는 후자를 新造語factum verbum, 古語vetus verbum, 비유
translatum verbum, 최상급을 표현하는 단어, 감탄exclamatio, 수사의문문, 생
략 기법praeteritio 등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이 비문의 분석에 사용한
다 .
Ramage

14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가 이 기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Cic. De Orat. 2.348, Quint. 2.4.21. 또한 그는 장식exornatio 기법은 칭송
문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키케로의 경우 exornatio를 laudatio와 동일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Cic. Part. 10.69., 확대·과장기법을 칭송의 핵심으로 강조했다는 점을 명시한다.
Cic. De orat. 3.105. 확대·과장 기법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헬라스 문헌의 예로는, Arist.
Rhet. 1368a 22-29, 1392a 4-5, 1417b 31-32; Rheto. Al. 1425b 36-39; Menand.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추모하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추모사나
Dio Cassius, lvi, 34-42., 카이사르를 추모하는 안토니우스Antonius의 추모사에서 그 흔
적을 찾을 수 있듯이, 추모사에는 확대·과장 기법이 두드러진다. 또한 퀸틸리아누스는
추모사 문체의 특징으로서, 위로문consolatio 및 법정 변론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인 비통함tristis과 겸손함submissa을 언급한다. Quint, Instit. xi, 3. 153. Igitur in
3.368.3-369.13, 416.12-17.

laudationibus, nisi si funebres erunt, gratiarum actione, exhortatione, similibus laeta et
magnifica et sublimis est actio. funebres contiones, consolationes, plerumque causae reorum
tristes atque summissae. In senatu conservanda auctoritas, apud populum dignitas, in privatis
modus. De partibus causae et sententiis verbisque, quae sunt multiplicia, pluribus dicendum.

공화정기, 유력 가문에서는 구성원들의 업적목록, 家狀의 구비가 중
요하게 여겨졌으며, 이것은 후대에 계속해서 추모사의 자료가 되었다. 이 자료들은 가
문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실제 사실과 항상 부합하지는 않았는바,
수사적 기법에서의 과장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의 과장에 대해 키케로나 리비우스
는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다. Mommsen Romische Geschichte ii, 2, 9. [몸젠의 로마사]
김남우 외 역(2014) 제 2권 p.335참조.
140) Cic. Part. 72.

Cic. Brut. xvi, 62. Et hercules eae quidem exstant: ipsae enim familiae sua quasi ornamenta
ac monumenta servabant et ad usum, si quis eiusdem generis occidisset, et ad memoriam
laudum domesticarum et ad illustrandam nobilitatem suam. quamquam his laudationibus
historia rerum nostrarum est facta mendosior. multa enim scripta sunt in eis quae facta non
sunt: falsi triumphi, plures consulatus, genera etiam falsa et ad plebem transitiones, cum
homines humiliores in alienum eiusdem nominis infunderentur genus; ut si ego me a M'.
Tullio esse dicerem, qui patricius cum Ser. Sulpicio consul anno x post exactos reges fuit.,
Livius. viii, 40.4-5. [4] vitiatam memoriam funebribus laudibus reor falsisque imag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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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리아 칭송”비문에 나타난 비교 기법은, 망인 여성의 家事관련 덕목들
을 다른 훌륭한 여성들의 덕목과 견주는 부분 및 망인 여성에게 속하지만,
다른 여성들에게는 결여된 덕목을 대조하는 부분에 쓰인다 .
장식의 측면, 즉 신조어나 차용어에 관해서는 특히 “護衛兵speculatirix”
나 “防禦兵[p]ropugnatrix”처럼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가 여성에게 사용되었
고 , 비유 기법이 적용된 단어들로는 “두호patrocinium”, “벌금을 물다
multare”, “낙인찍다not[a]re”, “삶의 과실fructus vitae”등을 들 수 있다 . 최
상급 표현은 최상급형용사나 부사에 국한되지 않고, 의미맥락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 수사의문문은 9번 이상 쓰였으며, 그 중 4번은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 등장하여, 망인의 헌신에 대한 남편의 감탄과 더불어, 남편의 신의
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혼 계획을 세운 망인에 대한 남편의 분노를 강조한
다 . 생략 기법은, 망인의 가정생활에서의 덕목들을 나열하거나, 남편이
법익박탈자로 피신했을 당시 망인이 남편을 도운 일, 망인과 남편이 서로
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부분, 친척 여성에게 제공한 혼인지참 뿐 아니라
“

141)

142)

143)

144)

145)

titulis, dum familiae ad se quaeque famam rerum gestarum honorumque fallenti mendacio
trahunt. [5] inde certe et singulorum gesta et publica monumenta rerum confusa; nec
quisquam aequalis temporibus illis scriptor extat, quo satis certo auctore stetur.

투리아 칭송”비문 col. 1 (30)-(36)., col. 1 (43)-(44).

141) Ramage (1994) pp.356-366., “
142) col. 2 (61).

143) Ramage (1994) pp.357-358. n)64, col. 1 (26), col.1 (48), col. 2 (20), col. 2 (58).

최상급표현: col, 1 (4) [maxu]me, col. 1 (42)
plurimiis necesariis, col. 2.(15) firmissimo, 의미맥락: col. 1 (7) tanta ...industria, col. 1
144) Ramage (1994) p.358 n)66- n)68,

(33) innumerabilia, col. 1 (37) omne tuom patrimonium, col. 1 (38) totum, col. 2 (3a) omne
aurum, col. 2 (24) meritorumtuorum...omnium, col. 2 (56) omnia tua cogitata praescri[p]ta,
col.2 (65) tantis talibusque pr[aesi]diis orbatus, col. 2 (67)-(68) omnia meruisse te neque
omnia contigisse mi[hi ut praestarem] tibi.
145) Ramage (1994) pp.360-361:

이혼관련 사건에 등장하는 수사의문문 col. 2 (27)-(28),

col. 2 (44)-(45), col. 2 (45)-(47), col. 2 (48)-(50).

- 48 -

기타 망인의 관대함(돈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행위)liberalitas을 예시하는
부분, 불임에 관련하여 망인이 취한 조치 등, 망인의 덕을 강조하는 부분에
서 쓰인다 .
그러나 이런 여러 수사 기법에도 불구하고, 이 비문의 문체는 대체로 높
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 Durry는, 이 비문에 운율적인 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수사 기법은 수사의문문, 頭語반복법anaphora, 대구법antithesis,
두운법alliteratio, 교차배열법chiasmus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 비문의 문체
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 Wistrand 역시 이 비문에 사용된 간접화법 및
너무 긴 문장구조로 인해 내용의 명료성이 감소됨을 지적한다 . Kierdorf
또한 이 비문에 구사된 생략, 감탄, 교차배열 등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대구 및 등분병렬isokola 구조, 운율, 키케로에게서 관찰
되는 문장구성법periodos 등의 결여를 근거로, 이 비문을 공적으로 거행되
는 추모사와는 다른 종류로서 평가한다. 또한 그는 “투리아 칭송” 비문을
146)

147)

148)

149)

146) Ramage (1994) p.361: col. 1 (30)-(34), col 2, (4)-(9), col. 1 (39)-(40), col 1. (52), col.
2 (28)-(30).
147) Durry (1942); Ramage (1994) p.364; Horsfall (1983) p.90.,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는,

Cutolo (1983).

는 pp. lxxxvii-lxxxviii에서 이 비문에서 운율에
맞게 쓰인 34개의 구절을 언급한다: dactyle-spondée, clausule héroïque ( - ᵕ ᵕ｜- - ) 1번
col. 2 (10): péon 4
trochée ( ᵕ ᵕ ᵕ -｜- ᵕ ) 1번 col. 2 (60): spondée-péons 4
( -｜ᵕ ᵕ ᵕ -) 2번 col. 2 (45), (47): crétiques-trochées ( - ᵕ -｜- ᵕ ) 2번 col. 2 (11a), (55):
choriambes-spondées ( - ᵕ ᵕ -｜- - ) 3번 col. 1 (26), col. 2 (5a), (8a): trochées- crétique
( - ᵕ｜- ᵕ - ) 3번 col. 1 (45), col 2 (2), (41): spondées-péons 1 ( - -｜ᵕ ᵕ ᵕ - ) 4번 col.1
(16), (17), (28), col. 2 (66): spondées-crétiques ( - -｜- ᵕ - ) 5번 col. 1 (34), (40), 49), col.
2 (18), (58): dispondées ( - -｜- - ) 6번 col. 1 (12), (24), (29), col. 2 (6), (54), (62):
dichorées ( - ᵕ｜- ᵕ ) 7번 col. 1 (6), col. 2 (26), (38), (53), (69) tue｜antur｜opto. Cutolo
(1983) p.38에서, Cutolo는 38개의 구절을 제시한다.
148) Durry (1942) pp. lxxxiii- xci. Durry

emes

emes

ers

149) Wistrand (1976)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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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영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진 추모사로서, 아우구스투스 원수
정기 이전의 전통적 추모사가 새로이 변형된 형태라고 해석한다 .
키케로는 추모사의 문체를 상당히 단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설문의 하
위분류로 제시하기를 꺼린다 . 그러나 Kierdorf는 “투리아 칭송” 비문의
수사 기법에 있어서의 결함과 단순함을 추모사 장르의 특징에서 찾기보다
는, 시대변화에 따른 추모사를 봉헌받는 사람과 추모사의 청중들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 한편, 다수의 평가와는 반대로, 이 비문이 단
순한 문체를 사용하여 봉헌자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고 감동을 불러일으
킨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
그러나 위에 언급한 이 비문의 특징, 즉 이 비문이 흔히 여성에게 봉헌
되는 묘비문에 쓰이는 여성의 덕목인 가사 관련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남
성적 덕목인 용기와 지략을 강조한다는 점, 추모사로 분류되어 왔음에도
조상칭송의 결여와 가문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는 점, 망인의 업적은 칭
송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업적이라기보다는 사적 관계에서 파생된 행적
에 속한다는 점, 상세하게 다뤄진 사적 관계에 대한 묘사, 그리고 다양한
수사 기법의 구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미숙함을 드러내는 문체라는
여러 특이성을 넘어 가장 주목할 점은, “투리아 칭송” 비문이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의 일관된 정보, 즉 망인의 재산이동경로를 상세히 보고한다는
점이다. “투리아 칭송” 비문의 내용을 통해 독자, 혹은 청자는 망인의 재산
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관리되었고, 이전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
게 된다.
150)

151)

152)

153)

150) Kierdorf (1980) pp.123-124.
151) Cic. de Orat., ii,84-85, 341-350.
152) Kierdorf (1980) pp.124-125.
153) Crawford (1941) p.23.

- 50 -

이제, 본 논문 제 3장에서 “투리아 칭송” 비문에 제시된 망자의 재산이
동 관련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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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투리아의 재산이동 과정

154)

제 1 절 투리아 재산의 유래
1.

투리아 부모의 사망

Col. 1. (3)-(12)

(3) Orbata es re[pente ante nuptiar]um diem utroque pa[rente in deserta soli-]

혼]인 전 갑[작스럽게] 당신은 양친을 잃었는바, [그분들은 외진 곳에서] 동시에
살[해당하셨기
(4) tudine una o[ccisis. Per te maxu]me, cum ego in Macedo[niam provinciam issem],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을 통해서,] 나는 마케도[니아 속주로 갔고,]
(5) vir sororis tua[e C.Cluvius in A]fricam provinciam, [inulta non est relicta]

동서인 [클루비우스는 아]프리카 속주로(갔음에도), 당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6) mors parentum.
[

복수가 행해졌습니다.]

(7) Tanta cum industria m[unere es p]ietatis perfuncta ef[flagitando et]

그토록 큰 노력으로써 당신은 가족간 도[의의 의]무를 탄[원과] 응징을 통해
154)

본 논문 제 3장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비석을 헌정받은 망인 여성을 ‘투리
아’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본 논문 1장1절 연구사 부분 pp.5-6, 주석 17),18) 참조).
한편 제 3장 전반에 걸쳐 인용된 [학설휘찬]의 여성관련 개소는 Corbett
(1930/1979), Treggiari (1991/2002), Grubbs (2002/2010)의 선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3장4절의 부부간 상속관련 개소는 Champlin (1991)의 선별을 기준으로 하였
다. 또한 모든 법률개소 번역은 특별히 번역자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자
의 번역이다. 번역에는 최병조 교수님의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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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incando ut, si praes<t>[o fu]iss<e>mus, non ampliu[s potuissemus. Sed]

수행해냈는바, 우리가 있었다한들 더 잘 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9) haec habes communia cum [s]anctissima femina, s[orore tua].

이것은 당신이 매우 신[실]한 여인인 처[형과] 함께 지닌 성품입니다.
(10) Quae dum agitabas, ex patria domo propter custodia[m pudicitiae sumpto]

그런 문제들로 시달리는 동안, [정숙함을] 지키려 당신은 부친의 집을 [떠나,]
(11) de nocentibus supplicio, evest[i]gio te in domum ma[tris meae tulisti, ubi]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한 뒤, 즉시 나의 어머[니 집으로 왔고,
(12) adventum meum expectast[i].

거기서] 나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Col. 1. (3)-(12) 요지
col.1 (3)-(4): 혼인식 전날 투리아의 부모가 외딴 시골에서 함께 살해당
함.
col.1 (3)-(6): 투리아의 남편과 투리아의 형부가 외지에 있을 때, 투리아
혼자 부모의 죽음에 복수함.
col.1 (7)-(8): 투리아가 탄원과 응징을 통해 부모에 대한 도의의 의무를
완수함.
col.1 (11)-(12): 투리아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탄원한 뒤, 약혼자의 어머니
의 집으로 들어감.
에 의하면, 투리아의 부모는 외딴 시골에서 동시에 살해되었
다. col.1 (4)에 의하면, 투리아는 이 살인사건에 대한 소송을 거의 다 직접
col.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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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
만, 범인은 가내 노예일 가능성이 높다 . 기원후 10년 제정된 실라누스클라우디우스 원로원 의결SC. Silanianum에는 주인이 살해되었을 경우 모
든 가내노예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것은 당대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
(per te maxume)

155)

156)

[

학설휘찬] 29.5.1.31.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 50권.

157)

주인이 여행 중 살해당한 경우, 주인이 살해당할 때 주인과 함께 있었던 이들,
혹은 함께 있었으나 도망친 이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살해당할
때, 누구도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상기 원로원 의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화정 후기 내전의 혼란상을 감안한다면, 항시 출몰하였던 노상
강도떼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 그러나 범인이 무명의 노상강도라고 할
158)

155) Durry (1950) p.30, n) 3.
156)

이것은 다시 네로 황제시, SC. Claudianum에 의해 확장되었다. [학설휘찬]
29.5.1.15.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 50권. 남편 또는 妻가 살해된 사건이 제시될
때, 비록 남편의 노예는 본래 妻의 노예가 아니고 妻의 노예는 본래 남편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노예들에 대해 심문이 치러진다. 왜냐하면 가
솔이 섞여있고, 집이 한 곳이므로 그와 같은 연유에서 고유한 노예들인 것처럼
처벌해야한다고 원로원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D.29.5.1.15. ULPIANUS libro
quinquagesimo ad edictum Si vir aut uxor occisi esse proponantur, de servis eorum
quaestio habetur, quamquam neque viri servi proprie uxoris dicantur neque uxoris
proprie viri: sed quia commixta familia est et una domus est, ita vindicandum atque
in propriis servis senatus censuit.

157) D. 29.5.1.31. ULPIANUS libro quinquagesimo ad edictum Cum dominus in itinere
esset occisus, de his, qui una cum eo fuerunt cum occiditur vel, cum una fuissent,
profugerunt, supplicium sumendum est. Quod si cum domino nemo fuit cum
occideretur, cessant ista senatus consulta.
158) Hirschfeld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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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투리아가 직접 범인을 잡거나, 자력구제 방식을 취하는 것은 실현가
능성이 낮다. 또한 [로스키우스 변호]에서 제시되는 예처럼, 투리아의 부친
의 재산을 노린 친족들이 범인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투리아가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소송, 즉 상속재산에 관
한 참칭후견인과의 소송에서는 친족관계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다 .
col.1 (7)-(8)에 의하면, 투리아는 “끈질긴 탄원(efflagitando)과 응징
(vindicando)”을 통해 소송을 완수했다. 여성은 원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성이 법정 소송에 참여할 수 있
159)

160)

161)

162)

159) Lintott (1968) pp.22-34,

자력구제: 키케로 [밀로 변호연설Pro Milone] 8-11 ([설득의

정치] pp.261-264) 참조.

160) Osgood (2014) pp.13-17,

키케로 [로스키우스 변호연설Pro Roscio Amerino] ([설득

의 정치] pp.16-85) 참조.
161) 본 논문 3장1절2, 3장2절1. 참조.
162) [학설휘찬] 48.2.8. 마케르 [형사재판론] 제 2권. 소추할 수 없는 사람을 안다면, 소
추할 수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은 성별이나 연령 때문에 소
추가 금지되는데, 그 예는 여성과 피후견인이다. 어떤 자들은 선서 때문인데, 그
예는 군복무자이다. 어떤 자들은 정무관직 또는 관직 때문에 소추할 수 없는데,
이 직책에서 그들은 탈법 없이 직무수행 중이면 (비상심리절차)법정에 소환될 수
도 없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불법행위 때문인데, 그 예는 파렴치자이다. 어떤 자
들은 부도덕한 이득 때문인데, 그는 두 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두 개의 소추장에
서명한 자, (동시에 세 번째 소추는 안 된다는 의미) 또는 고발하겠다고 또는 고
발하지 않겠다고 돈을 받은 자이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신분 때문인데, 그 예는
해방노예가 두호인을 소추할 경우이다. D.48.2.8. MACER, libro secundo de publicis
iudiciis

Qui accusare possunt, intellegemus, si scierimus, qui non possunt. Itaque

prohibentur accusare alii propter sexum vel aetatem, ut mulier, ut pupillus: alii propter
sacramentum, ut qui stipendium merent: alii propter magistratum potestatemve, in qua
agentes sine fraude in ius evocari non possunt: alii propter delictum proprium, ut
infames: alii propter turpem quaestum, ut qui duo iudicia adversus duos reos
subscripta habent nummosve ob accusandum vel non accusandum acceperint: alii
propter condicionem suam, ut libertini contra patronos.
[

학설휘찬] 울피아누스 [대리집정관 직무론] 제 1권. 그(대리집정관)는 또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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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는데, 즉 자신이 당한 불의나 자신의 부모 및 자식의 죽음에
대한 복수, 두호인과 두호인의 자식 및 두호인의 손자와 증손자의 죽음에
관한 복수가 그 예이다.
[

학설휘찬] 48.2.1.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 1권.

163).

사들을 신청하는 자들(의 청원)을 대체로 들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즉 부녀자들
또는 피후견인들 또는 달리 취약한 자들 또는 제 정신이 아닌 자들의 경우 어떤
자가 이들을 위하여 신청하는 때에 말이다. 특히나 신청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변호사를) 부여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세로 인하여 자신이 변호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변호사를 부여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 밖에도 당사자는 자
기 상대방의 권세로 인하여 억압당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자가 아주
방자하게 행동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상대로 변호를 인수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속주를 관할하는 자를 향한 반감에 직면하게까지 만들기 때문이다. (최병
조 (2003) p.326, 최병조 역.) D.1.16.9.5. ULPIANUS libro primo de officio
proconsulis Advocatos quoque petentibus debebit indulgere plerumque: feminis vel
pupillis vel alias debilibus vel his, qui suae mentis non sunt, si quis eis petat: vel si
nemo sit qui petat, ultro eis dare debebit. Sed si qui per potentiam adversarii non
invenire se advocatum dicat, aeque oportebit ei advocatum dare. Ceterum oprimi
aliquem per adversarii sui potentiam non oportet: hoc enim etiam ad invidiam eius qui
provinciae praeest spectat, si quis tam impotenter se gerat, ut omnes metuant adversus
eum advocationem suscipere.
163) D. 48.2.1. POMPONIUS, libro primo ad Sabinum Non est permissum mulieri publico
iudicio quemquam reum facere, nisi scilicet parentium liberorumque et patroni et
patronae et eorum filii filiae nepotis neptis mortem exequatur.

학설휘찬] 48.2.2 서항. 파피니아누스 [간통론] 제 1권. 특정 사안에 있어서, 여성
에게 형사재판에서의 소추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증언에 관한 법에 따
라,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남자나 여자의 죽
음에 대해 소추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원로원은 유언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에서
도 마찬가지로 의결했다. 하지만 부친의 혹은 모친의 해방노예의 유언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는 것도 여성들에게 허용되었다. D. 48.2.2 pr. PAPINIANUS,
[

libro primo de adulteriis Certis ex causis concessa est mulieribus publica accusatio,
veluti si mortem exequantur eorum earumque, in quos ex lege testimonium public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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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여성이 어떤 자를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 (즉, 소추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 자식, 두호인, 여성두호인, 두호인의 자녀들
과 두호인의 손자손녀들의 죽음에 대해 소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투리아의 경우는 명확히 이 예외상황에 속한다. 비록 후대의 자료로서
Gordianus황제 시 제정된 법률이긴 하지만, 정무관들에게 주는 주의사항
중에, 소송당사자 여성의 가족관계나 범죄의 종류에 관해 숙고하라는 조항
이 특별히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이 이런 종류의 행위를 수행
164)

invitae non dicunt. Idem et in lege Cornelia testamentaria senatus statuit: sed et de
testamento paterni liberti vel materni mulieribus publico iudicio dicere permissum est.

학설휘찬] 48.2.11. 서항. 마케르 [형사재판론] 제 2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
든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불의를 추급하거나, 친지의 죽음을 응징하는 경우, 소추
에 있어 배제되지 않는다. D. 48.2.11.pr. MACER, libro secundo de publicis iudiciis
[

Hi tamen omnes, si suam iniuriam exequantur mortemve propinquorum defendent, ab
accusatione non excluduntur.

학설휘찬] 3.3.41.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 9권. 부모를 대신하여 여성이 소송하는
것이 때로 사정 심리 후 허용되는바, 부모가 병이나 노령으로 소송을 행하기 어
려울 때나, 소송을 행할 남성이 없는 경우이다. D. 3.3.41. PAULUS, libro nono ad
[

edictum Feminas pro parentibus agere interdum permittetur causa cognita, si forte
parentes morbus aut aetas impediat, nec quemquam qui agat habeant.

164)

유스티니아누스 [칙법휘찬] 9.1.9. 황제 고르디아누스가 세베리아누스에게.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복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所管심판인은, 그녀 자신이
스스로 모친임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여성을 소추하게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됨
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39년 3월 2일 고르디아누스 황제와 아비올라 공동집정
관 재임시 작성되다.C. 9.1.9. Idem(Imp. Gordianus) A. Severiano Non ignorat
competens iudex eam, quae ultionem et mortem filii persequi adlegat, non temere ad
accusationem esse admittendam, nisi prius matrem se esse probaverit.
Mart. Gordiano A. et Aviola conss. [a. 239]

PP. vi non

유스티니아누스 [칙법휘찬 ] 9.1.12. 공동황제이자 공동집정관 디오클레티아누스
와 막시미아누스가 코린티아에게. 형사재판에 속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여성에게
는 소추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사유로 인해서는, 즉 여성 자신이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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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는 더 복잡한 절차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col.1 (7)에 제시
된, “그토록 큰 노력으로써(tanta industria)”라는 표현 역시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투리아가 처한 상황뿐 아니라 소송수행절차 상의 어려움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col.1 (4)-(5)에서, 투리아 부모의
살인사건 소송 당시, 남편이 자신 및 동서인 클루비우스의 부재를 부각시
키는 이유도, 통상적으로 이런 일은 여성이 아닌 남성, 즉 투리아의 남편인
자신 (살인사건 당시는 남편예정자였음)이나 투리아의 형부에 의해 수행되
었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모든 사무처리 및 법률문제에서, 수
권혼을 한 자유인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비수권혼을 했거나 비혼상태의
자유인 여성의 경우에는 가부장이나 후견인이 여성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
리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투리아는 후견인의 부재와 부모살해사건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후대
의 법령이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해당했을 경우, 상속인은 그 살인에
대해 복수해야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
165)

166)

지들이 겪은 불의를 소구할 때에는 특별히 그들에게 소추장을 받지 않고도 소추
를 허용한 옛 규정에 따라 그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1. 그러므로 사건을 맡은 道
伯은 가장 우선적으로 범행이 여성의 소추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
의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해야만 한다. 293년 4월 27일 공동황제이자 공동집정관
재임시 작성되다. C. 9.1.12. Impp. Diocletianus et Maximianus AA. et CC. Corinthiae
De crimine quod publicorum fuerit iudiciorum mulieri accusare non permittitur nisi
certis ex causis, id est si suam suorumque iniuriam persequatur, secundum antiquitus
statuta tantum de quibus specialiter eis concessum est non exacta subscriptione. 1 .
Unde aditus praeses provinciae in primis examinabit, an tale sit crimen, cuius
accusationem mulier subire non prohibetur. S. v k. Mai. AA. conss. [a.293]
165)

본 논문 3장2절1 참조.

참조. 예외조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유스티니아누스 [칙
법휘찬] 6.35.6. 황제 알렉산데르가 베누스투스와 클레멘티누스에게. 기원후 229

166) Durry (1950) p.30. 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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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칙법휘찬] 6.35.9. 공동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

아누스가 아엘리아에게.167)
그대의 형제가 독극물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그대가 단언할 경우, 그대가 그를
상속하는 효과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응징해

년. 피상속인의 죽음에 대해 응징하지 않은 채로 둔 범죄라도, 25세 미만의(즉 미
성년자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이다. 1. 그래
도 그대들이 소추하여, 피고인들 중 몇몇이 처벌받았음을 제시하므로, 살해를 敎
唆했다고 말해지는 자가 항소할지라도, 그대들은 그대들 부친의 상속재산을 朕의
국고에 몰수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항소를 제기하는 자에게 대
응하는 것이 그대들의 도의에는 합당한 바이다. 2. 반면에 그대들의 나이가 그 이
상(즉 성년)이었더라면, 상속승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소에 철저하게
맞서야만 했다. 229년 6월 17일 알렉산데르 황제와 디오 공동집정관 재임시 작성
되다. C. 6.35.6. Idem(Imp. Alexander) A. Venusto et Clementino. Minoribus quinque et
viginti annis heredibus non obesse crimen inultae mortis placuit. 1. Cum autem vos
etiam accusationem pertulisse et quosdam ex reis punitos proponatis, licet is qui
mandasse caedem dicitur provocaverit, vereri non debetis, ne quam hereditatis paternae
a fisco meo quaestionem patiamini. Convenit enim pietati vestrae respondere causam
appellationis reddenti. 2. Quod si maioris aetatis fuissetis, etiam ex necessitate
provocationis certamen implere deberetis, ut possitis adire hereditatem. PP. xv k. Iul.

유스티니아누스 [칙법휘찬] 6.35.7. 황제 알
렉산데르가 비탈리아에게. 살해의 장본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유언자의 피살에 대
한 응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이 일에 그들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상속인
들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32년 3월 15일 루푸스와 막시무스
공동집정관 재임시 작성되다.C. 6.35.7. Idem(Imp, Alexander) A. Vitaliae Si ideo
Alexandro A. III et Dione conss.[a.229],

ultio necis testatoris non est desiderata, quia caedis auctores reperiri non potuerunt,
obesse heredibus, in quo nulla eorum culpa detegitur, non oportet. PP. id. Mart. Lupo
et Maximo conss. [a.232]
167) C. 6.35.9. Impp. Diocletianus et Maximianus AA. Aelianae Cum fratrem tuum veneno
peremptum esse adseveras, ut effectus successionis eius tibi non auferatur, mortem
eius ulcisci te necesse est, Licet enim hereditatem eorum, qui clandestinis insidiis
perimuntur, hi qui iure vocantur adire non vetantur, tamen, si interitum non fuerint
ulti, successionem obtinere non possunt. PP. Tiberiano et Dione conss. [a.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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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왜냐하면, 비록 은밀한 음모로 인해 살해된 사람의 상속재산인 경우,
정당하게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상속의 승인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해
도, 그럼에도 죽음에 대해 응징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291년 티베리아누스와 디오 공동집정관 재임시 작성되다.

결국 투리아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범인을 법에 의거해 응징한다. 그
렇지만 이 사건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부친의 유언장과 관련된 재
산상속문제가 시작된다.
투리아 부친의 유언장
Col. 1. (13)-(19)
2.

(13) Temptatae deinde estis ut testamen[tum], quo nos eramus heredes, rupt[um
diceretur]

그리고 나서, 당신과 처형이 피소되었는데, 우리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언
[장이] 파훼[가 되었다고 주장되었고,]
(14) coemptione facta cum uxore: ita necessario te cum universis pat[ris bonis in]

그 이유는 (부친이) 共買婚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
가피하게 부친[의 전 재산과] 함께, 이 문제로 소를 제기한 자들의
(15) tutelam eorum qui rem agitabant reccidisse: sororem omni[no illius hereditatis]

후견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妻兄은 [저 상속재산에서] 전적으로
(16) fore expertem, quod emancupata esset Cluvio. Qua mente ista acc[eperis, qua
prae-]

배제될 것인데, 그녀는 클루비우스의 수권 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
니다. [당신이] 어떤 정신상태로 저 일들을 겪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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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entia animi restiteris, etsi afui, compertum habeo.

어떤 경각심을 갖고서 원래대로 바로잡았는지, 비록 나는 부재했지만, 확실히
압니다.
(18) Veritate caussam communem [t]utata es: testamentum ruptum non esse ut
[uterque potius]

진실로써 당신은 공동의 소송을 [지]켜냈습니다: 유언장은 파훼된 것이 아니
어서, [우리 각각은]
(19) hereditatem teneremus quam omnia bona sola possideres, certa qui[dem
sententia]

당신이 혼자 점유했던 모든 재산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확고한 의견을 갖고서,]

Col. 1. (13)-(19) 요지
col.1 (14): 투리아의 부친은 공매혼을 행했다.
col.1 (16): 투리아의 언니는 수권혼을 행했다.
col.1 (3): 투리아는 혼인을 약정했으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col.1 (3): 투리아의 부모가 동시에 사망했다.
col.1 (13):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예정자)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언장
이 있었다.
col.1 (14): 참칭후견인들은 투리아의 부친이 공매혼을 행했기 때문에 유
언장이 파훼되었다고 주장한다.
col.1 (18):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명되었다.
col.1 (19): 투리아가 점유하던 상속재산을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이 상
속재산으로서 소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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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투리아의 부친이 동시에 사망한 아내와 맺은 혼인의
종류는 공매혼coemptio이다. 로마의 혼인방식은 크게 수권혼과 자유혼으로
나뉜다. 그리고 공매혼은 수권혼에 속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가 되면 수권혼은 거의 사라지고, 혼인한 여성이 친정아버지의 가장권
(potestas) 하에 머무는 자유혼의 경우가 주를 이루게 된다 . 원래 고대
로마에서, 여성은 혼인과 동시에 아버지의 가장권에서 남편의 수권(manus)
으로 복속되었다. 수권은 가장권보다는 범위가 좁지만 그에 유사한 권리로
서, 남편의 수권에(in manu)복속하는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
고, 혼인 당시 자신 소유의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되며, 남편이 무유언으로
사망시, 남편의 家內상속인suus heres의 지위를 얻게 되어 남편의 재산을
자식들과 동등하게 상속받는다.
col.1 (14)

168)

가이우스 [법학원론] 1.108-110, 113.

169)

이제 우리의手權에 복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이야말로 또한
로마시민들에 고유한 법이기도 하다. 109. 그런데 무릇, 가장권 하에는 여성도
남성도 복속한다. 하지만 수권 하에는 여성만이 들어간다. 110. 예전에는 세 가
지 방식, 즉 使用, 共饌, 共買로써 수권혼이 행해졌다. 113. 그런데 공매혼으로는
108.

168) Grubbs (2002/2010) p.21.
169) G. 1.108-110, 113. 108. Nunc de his personis videamus, quae in manu nostra sunt.
Quod et ipsum ius proprium civium Romanorum est. 109. Sed in potestate quidem et
masculi et feminae esse solent; in manum autem feminae tantum conveniunt. 110.
Olim itaque tribus modis in manum conveniebant: usu, farreo, coemptione.

113.

Coemptione vero in manum conveniunt per mancipationem, id est per quandam
imaginariam venditionem: Nam adhibitis non minus quam V testibus civibus Romanis
puberibus, item libripende, emit [vir] <eum mulier et is> mulierem, cuius in manum
conve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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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握取행위를 통해서 수권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 일종의 假裝 매도행위
를 통해서. 왜냐하면 적어도 다섯 명의 성숙한 로마 시민, 또한 저울잡이를 참여
시킨 가운데 남자를 여인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수권에 복속하는 여인을 매수
하기 때문이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3.3.

170)

妻 또한 亡者의 수권 하에 복속한다면, 망자의 家內상속인이다. 왜냐하면 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들의 수권 하에 복속하는 며느리도 그러
하다. 실로 며느리도 손녀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col.1 (16)에 의하면, 투리아의 언니는 수권혼을 했으므로, 부친의
가장권 하에 복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col.1 (3)에 의하면, 투리아는 혼인을
약정했으나, 아직 혼인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col.1 (13)에 의하면,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예정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언장이 있었다. 투
리아의 언니가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Durry와
Lindsay는, 투리아의 언니가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예정자)을 통해 부친
의 재산을 신탁유증방식으로 상속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신탁유증은
원래 상속받을 권리가 없지만 상속재산 법정양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수령
할 수는 있는 거류외인 peregrini이나 유니우스법에 의한 라티움인 Latini
Juniani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사용하던 증여방식이었다 . 신
171)

172)

170) G. 3.3. Vxor quoque, quae in manu eius, qui moritur, est, ei sua heres est, quia filiae
loco est. item nurus, quae in filii manu est, nam et haec neptis loco est...
171) Durry (1950) p.lxx, Lindsay (2009) p.191.
172)

신탁유증에 관해서, 최병조 외(2013)p. 73에 제시되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로마
법상 신탁유증(fideicommissum)이란 유언자가 유증될 것을 수유자에게 직접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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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유증은 신의fides에 의지하는 위탁행위로서 공화정기에는 확립된 법이
아니었으나,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상속재산 신탁유증이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II.23.pr-1173).

자 이제 신탁유증으로 넘어가자. 먼저 상속재산 신탁유증에 관해 살펴보자.
1. 이제 처음에는모든 신탁유증이 무효였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요청받은 것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이행하도록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유언자가 상속재산이나 유증을 남겨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남겨
주었다면, 그는 유언에 의해 유산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신의(fides)에 맡
긴 것이었다. 그것은 신탁유증(fideicommissa)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
pr.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탁자를 개입시켜서 먼저 그에게 유증재산을 신탁하
고, 수탁자가 나중에 최종 수유자에게 그것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증 방식
이다. 수유자가 직접 유증을 받기 어려운 법적·사실적 사유가 있을 때 유용하였
다.” 로마의 신탁유증에 관해서는, 이철우(2010) [서양의 세습가산제], pp.1-131 참
조.
173) Inst. II.23.pr-1. pr. Nunc transeamus ad fideicommissa. et prius de hereditatibus
fideicommissariis videamus. 1. Sciendum itaque est, omnia fideicommissa primis
temporibus infirma esse quia nemo invitus cogebatur praestare id de quo rogatus erat:
quibus enim non poterant hereditates vel legata relinquere, si relinquebant, fidei
committebant eorum qui capere ex testamento poterant:

et ideo fideicommissa

appellata sunt, quia nullo vinculo iuris, sed tantum pudore eorum qui rogabantur,
continebantur.

postea primus divus Augustus semel iterumque gratia personarum

motus, vel quia per ipsius salutem rogatus quis diceretur, aut ob insignem quorundam
perfidiam iussit consulibus auctoritatem suam interponere.

quod, quia iustum

videbatur et populare erat, paulatim conversum est in adsiduam iurisdictionem:
tantusque favor eorum factus est, ut paulatim etiam praetor proprius crearetur, qui
fideicommissis ius diceret, quem fideicommissarium appellabant.

의 세습가산제] p.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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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2010) [서양

떠한 법적 구속이 아니라 오로지 요청받은 사람들의 염치(pudor)에 의존했기 때
문이다. 그 후, 처음으로 神皇 아우구스투스가 1차로 그리고거듭해서 관련자들
을 배려해서, 또는 어떤 자가 황제 자신의 康寧을 걸고 요청받았다고 이야기되
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배신 때문에 집정관들에게 자
신의 권위를 개입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것(개입)이 정당하다고 여겨졌고 인
기가 있었으므로 점차로 常時 재판관할권으로 전환되었다. 신탁유증이 매우
많이 애용되어 마침내 한명의 특별 법무관이 신탁유증에 대해서 司法的 運營을
하도록 임명되었으며, 신탁유증법정관(praetor fideicommisarius)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몸젠의 의견대로, 부친은 分有
방식의 유증partitio legata을 통해 재산을 분배했을 수도 있다 . 이 방식의
유증은 수유자에게 유증할 것을 상속인한테 명하는 것으로, 무르디아 칭송
비문 LM.(4)에서 무르디아는 분유방식의 유증을 통해 딸에게 재산을 나누
어 줄 것을 상속인인 아들한테 명한다 . 또는, 부친이 투리아의 언니에게
이미 준 혼인지참재산을 근거로 그녀를 상속제외했을 수도 있다.
174)

175)

[

학설휘찬] 28.5.62(61). 모데스티아누스 [해답집] 8권

176)

딸을 상속제외하기 원하는 자가 다음과 같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너를,
딸아, 나는 네가 혼인지참재산으로 만족했기를 원했기 때문에 상속제외했다.”:
174) Mommsen (1863) p.469.

조.

175)

분유방식의 유증에 관해서는, 최병조 (1998) pp.162-164 참

본 논문 부록 2 참조.

176) D. 28.5.62(61). Modestinus, responsorum Qui volebat filiam exheredare, sic testamento
comprehendit: "Te autem, filia, ideo exheredavi, quoniam contentam te esse dote
volui": quaero an efficaciter exheredata sit. Modestinus respondit nihil proponi, cur
non esset voluntate testatoris exher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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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녀가 유효하게 상속제외 되었는지를 묻는다. 모데스티누스는 해답하였
다. 유언자의 의사대로 상속제외 되지 않을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다.

어쨌든 투리아의 언니의 이름이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유언
장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여기서 이 문제는 필수적인 논의대
상은 아니다.
한편, 부친의 妻의 이름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당시 부친이 동시에 사
망한 妻와는 재혼을 한 상태였으며, 유언장은 재혼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재혼 후에도 변경없이 유지되었다는 견해가 대두된다 . 이 견해는 ‘유언
장이 파훼되었다testamentum ruptum’는 소송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유언장이 무효로 되는 사유는 다양하나, 특히 파훼는 유언장이 작성되고
난 뒤 특정 사유로 인해 무효로 된 경우를 지칭한다.
177)

가이우스 [법학원론] 2.145-146.

178)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정당하게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예
를 들자면, 유언작성자가 頭格減少되었을 경우이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1권에서 다루었다. 146. 그런데 이 경우에 유언은 喪效
145.

177) Mommsen (1863), Linsay (2009) p.191.
178) G. 2.145-146. 145. Alio quoque modo testamenta iure facta infirmantur, uelut cum is,
qui fecerit testamentum, kapite deminutus sit; quod quibus modis accidat, primo
commentario relatum est. 146. Hoc autem casu inrita fieri testamenta dicemus, cum
alioquin et quae rumpuntur, inrita fiant, et quae statim ab initio non iure fiunt, inrita
sint; sed et ea, quae iure facta sunt et postea propter capitis deminutionem inrita fiunt,
possunt nihilo minus rupta dici. sed quia sane commodius erat singulas causas singulis
appellationibus distingui, ideo quaedam non iure fieri dicuntur, quaedam iure facta
rumpi uel inrita fi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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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우리는 말하며, 반면에 그 외에 파훼된 유언도 상효되는 것이다. 시작부
터 즉시 정당하지 않게 작성된 유언도 상효된 유언이다. 그런데, 정당하게 작성
되었으나 후에 두격감소로 인해 상효로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훼되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각각의 사안을 각각의 명칭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편
리하므로, 어떤 것들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해지고, 어떤 것들은 정
당하게 작성되었지만 파훼되었거나 상효되었다고 말해진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2.138-140

179).

어떤 자가 유언을 작성한 후 양자를 입양하면, 자권자를 민회에서 입양하
든 가장권에 복종하는 자(즉 타권자)를 법정관 면전에서 입양하든, 전적으로 그
의 유언은 파훼되는바, 말하자면 가내상속인이 추가로 태어난 것과 같기 때문
이다. 139. 어떤 자에게 유언 작성 후에 수권혼으로 아내가 들어오거나, 수권에
복속하던 여성이 혼인한 경우에도 법리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통
해 처는 딸과 같은 관계에 서며, 가내상속인의 지위이다. 140. 또한, 그 여성이나
저 입양된 남성이 저 유언에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속제외에 대해 논하는 것은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유언
작성 시점에 그들은 가내상속인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38.

179) G. 2.138-140. 138. Si quis post factum testamentum adoptauerit sibi filium aut per
populum eum, qui sui iuris est, aut per praetorem eum, qui in potestate parentis fuerit,
omni modo testamentum eius rumpitur quasi agnatione sui heredis. 139. Idem iuris
est, si cui post factum testamentum uxor in manum conueniat, uel quae in manu fuit,
nubat: nam eo modo filiae loco esse incipit et quasi sua. 140. Nec prodest, siue haec
siue ille, qui adoptatus est, in eo testamento sit institutus institutaue: nam de
exheredatione eius superuacuum uidetur quaerere, cum testamenti faciundi tempore
suorum heredum numero non fuerint.

- 67 -

에 의하면, 투리아의 후견을 맡았다고 말하는 이들, 이 비문에
의하면 결국 참칭후견인으로 밝혀지는 이들은, 투리아의 부친이 공매혼을
행했기 때문에 유언장이 파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가이우스
[법학원론] 2. 139.에 제시된 사항과 동일하며, 이에 따를 경우, 투리아 부
친의 유언장은 파훼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친의 재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언장 작성 당시 妻의 이름이
간과되었을 경우라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된다. 우선, 유언장에 기입할 필
수 사항 중 한 가지는 상속인지정heredis institutio이다.
col.1 (15)

180)

[

학설휘찬] 28.5.1.pr.

181)

유언자는, 무릇 상속인지정에서부터 유언을 시작해야 한다. 한 명씩 이름을 적
어서 상속제외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허용된다. 상속인지정에 앞서 한 명씩 이
름을 적어 아들을 상속제외할 수 있다고 신황 트라야누스께서 칙답하셨기 때문
이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2.229182)

상속인 지정보다 먼저 한 유증은 무효이다. 그 이유는 명백한 바, 유언장은 그
효력을 상속인지정에서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유로 상속인지정은 전체

180) Watson (1967) p.25, pp.121-122.

최병조 (1998) p.165.

181) D. 28.5.1.pr. Ulpianus libro primo ad Sabinum. Qui testatur ab heredis institutione
plerumque debet initium facere testamenti. Licet etiam ab exheredatione, quam
nominatim facit: nam Divus Traianus rescripsit posse nominatim etiam ante heredis
institutionem filium exheredere.
182) G. 2.229. Ante heredis institutionem inutiliter legatur, scilicet quia testamenta uim ex
institutione heredis accipiunt, et ob id uelut caput et fundamentum intellegitur totius
testamenti heredis institu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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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머리이자 基礎가 된다.

즉, 가내상속인heres suus 지위에 해당하는 아들을 상속에서 제외할 경
우, 유언장에는 상속에서 제외되는 가내상속인 아들의 이름이나 지위가 명
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2.123.

183)

또, 가장권 하에 복종하는 아들을 둔 자는, 그를 상속인으로 지정할 것인지, 아
니면 명시적으로 상속제외할 것인지를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그를 언급하
지 않고 간과할 경우, 유언은 무효로 될 것이다...

앞서 col.1 (14)에 의하면 투리아의 부친은 공매혼을 행했으므로, 妻도 가
내상속인의 지위에 속하게 되고, 그러므로 유언장에는 비록 妻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거명되지는 않았더라도 妻를 포함한 가내 상속인에 대한 상속
제외가 언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col.1 (13)에 의하면, 유언장에 적힌 상
속인명단에는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예정자의 이름만 있다.
이 부분에 대해 Osgood은, 참칭후견인들이 바로 그 점, 즉 가내상속인인
妻가 간과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유추한다 . 이 견해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딸의 지위에 있는 妻가 유언에서 간과되었으므로
유언은 그 효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과된 자가 딸의
위치에 있는 妻이므로, 가이우스 [법학원론] 2권 123항이 아니라 가이우스
184)

183) G. 2. 123. Item qui filium in potestate habet, curare debet, ut eum uel heredem
instituat uel nominatim exheredet; alioquin si eum silentio praeterierit, inutiliter
testabitur...
184) Osgood (201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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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원론] 2권 124항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법리가 적용된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2.124.

185)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은 유언자가 간과했을 경우라도, 유언은 유효하다.
하지만, 간과된 자식들도 유언장에 기입된 상속인들에 지분으로 첨가되는바,
이들이 가내 상속인일 경우이면 頭割 지분을, 가외상속인일 경우이면 1/2을 상
속받는다.
124.

그러므로, 妻의 이름이 간과되었다는 점이 유언장이 파훼되었다는 근거
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점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col. 1 (3)에서 보듯이, 투리아의 부모가 동시
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언이 발효할 당시에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상속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법리에 따라 가질 수 있
었을 자신의 몫은 다시 투리아에게 법률상 당연히 법정 상속될 수밖에 없
는 상태였다. 따라서 유언도 유효했고(col. 1 (18)), 투리아가 가지고 있던
상속 재산도 모두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col. 1. (19)).
유언과 관련하여, col. 1 (13)은 여성 후손을 상속인으로 만들고 싶어하
던, 당대 재력가들의 보코니우스 법Lex Voconia에 대한 의식적 대응을 보
여준다. 기원전 169년 제정된 보코니우스 법은, 해당년도 호구조사에서 일
정량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등재된 자산가들, 혹은 제 1등급 시민들
185) G. 2. 124. Ceteras uero liberorum personas si praeterierit testator, ualet testamentum:
sed praeteritae istae personae scriptis heredibus in partem adcrescunt, si sui heredes
sint, in uirilem, si extranei, in dimid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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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여성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하며, 사망으로 인한 유증분은
상속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이라고 전해진다 .
즉, 여성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며, 수유자로서 유증을 받을 때도 최대한으
로 상속분의 1/2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 로마법이 그렇듯이, 보코니우스 법의 문구 역시
정확한 형태로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보코니우스 법의 제정목적 또한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문헌에서 보코니우스
법이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이 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실행된
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률문헌뿐 아니라, 철학저술(키케로 [최고선악론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키케로 [국가론 de re publica]), 법정고발
문(키케로 [베레스 기소연설 In Verrem II])과 연설교습서(퀸틸리아누스 [小
연설연습 declamationes minores]) 및 겔리우스의 [아티카 야화 Noctes
atticae]에 보코니우스 법이 인용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은 투리아
부친의 유언장 작성 시점에 익히 알려져 있던 법으로 추정된다.
보코니우스 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해서는 많은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186)

그리하여 후에 보코니우스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은 규정하기를, 누
구도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명목으로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취득하
는 것을 금한다. 그 법을 통해 확실히 상속인은 항상 어느 정도는 취득하게 된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흠결이 생겨났다. 왜냐하
면 유언자가 많은 수의 수유자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 상속인에게는 거의 최
소한 만을 남길 가능성이 있었고, 그 결과 그 이득을 위해 전 상속의 부담을 지
는 것은 상속인에게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226. Ideo postea lata est lex

186) G.2.226.

Voconia, qua cautum est, ne cui plus legatorum nomine mortisue causa capere liceret,
quam heredes caperent. ex qua lege plane quidem aliquid utique heredes habere
uidebantur; sed tamen fere uitium simile nascebatur. nam in multas legatariorum
personas distributo patrimonio poterat testator adeo heredi minimum relinquere, ut non
expediret heredi huius lucri gratia totius hereditatis onera sustinere., G.2.274.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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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기원전 218-201년 사이의 한니발전쟁, 기원전 214년-148년 사이의 마케도
니아 전쟁 등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여성이 군역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
에, 전쟁 시 비축자금과 관련하여 보코니우스 법을 제정하였다는 설, 혹은
그 전쟁들에서 승리하게 되어 자금이 풍부해진 상태에서, 여성들의 사치를
금하기 위해 기원전 215년 제정된 오피우스 법Lex Oppia의 후속으로 제정
되었다는 설, 증여나 유증을 통해 가문의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킨키우스 법Lex Cincia이나, 기원전 200년 개인에
대한 증여액을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된 푸리우스 법Lex Furia의 후속으로
제정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보코니우스 법이 여성이 받
는 상속재산 및 증여에 관련된 법이라는 사실뿐이다. 비법률문헌에서 이
법에 대해 언급하는 저자들은, 이 법을 회피 혹은 부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 자신의 논점을 정리하기 때문에, 당대 이 법이 일반 민중 사이에 얼마
만큼의 호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법의 제정목적을 여성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지는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
만, 결과적으로 이 법으로 인해 여성은 상속인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
187)

가이우스 [법학원론] 2.274.

188)

또 여성은 보코니우스 법으로 인해, 100000 아스(as)의 재산을 등록한 자에 의해
187)

보코니우스 법에 관해서는 Berger(1953) p.561,

Dixon(1985), Crook(1986) pp.65-67,

Gardner(1986) pp.170-177, Weishaupt (1999) pp.1-38.

수(2018) pp.237-274참조.

킨키우스 법에 관해서는, 한승

188) G. 2.274. Item mulier, quae ab eo, qui centum milia aeris census est, per legem
Voconiam heres institui non potest, tamen fideicommisso relictam sibi hereditatem
capere p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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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 지정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유증을 통해서 자신
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은 취득할 수 있다.

가이우스가 [법학원론] 2권 274항에 기술하였듯이, 이 법을 회피하는 방
법은 익히 알려져 있었으며, 대략 세 가지 정도의 회피방법이 위에 언급한
키케로의 문헌과 겔리우스의 문헌 에서 확인된다 . 우선 키케로의 [베
레스 기소연설] 2.1.104-114에 제시되는 예처럼 재산등록을 회피하거나 ,
혹은 키케로의 [최고선악론] 2권 55, 58에 기술되듯이, 명목상상속인을 세
운 후, 피상속인이 원래 상속재산을 물려주고자했던 여성에게 명목상상속
인이 증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예정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는 col. 1 (13)의 내용“quo nos eramus heredes”으로
보아, 투리아의 부친은 유언장 작성당시 재산등록을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
한편 투리아의 부친이 투리아와 더불어 사위(예정자)를 명목상상속인으
로 지정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역사적 일화를 예로 들어 Treggiari는,
기원전 59년부터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적의가 생기기 전까지는
189)

190)

191)

192)

193)

189)

본 논문 부록 5.3 겔리우스 [아티카 야화] 20.1.23. 참조

190) Daube (1964), Daube (1986), Treggiari (1991/2002) p.366 n) 6, Crook(1986) pp.65ff.;
Dixon (1985), Weishaupt (1999) pp.1-38.

본 논문 부록 5.4. [베레스 기소연설] 2.1. 참조.
192) 본 논문 부록 5.5. [최고선악론] 2.55, 2.58. 참조.
193) Hopwood (2019) pp.63-77에서, Hopwood는 col.1 (13)의 “nos”가 지칭하는 인물들,
즉 상속인들을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예정자가 아니라, 투리아의 남편예정자와 투리
아의 형부인 Cluvius로 해석한다. 그 해석에 따르면, Lex Voconia와 여성상속인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col.1 (38)의 언급, 즉 투리아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
의 후견에 맡긴다는 내용과 상충되는바, 투리아 역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전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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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의 상속인이었다는 수에토니우스Suetonius의 보고
에 기초하여, 폼페이우스와 율리아의 혼인이 지속되는 한에서, 사위인 폼
페이우스가 장인인 카이사르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마치 카이사르가 율
리아에게 직접 유증한 것처럼, 율리아에게 즉시 넘기거나 유언을 통해 이
전시키기를 카이사르가 기대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 그러나 아우구스
투스 원수정 이전부터 이미 로마에서는 부부간 증여donatio inter virum et
uxorem가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어도, 관습적으로는 금지된 것으로 보인
194)

수에토니우스 [황제전 de vita
caesarum] 율리우스 카이사르 83.1-2. 1. 그래서 장인인 루키우스 피소의 요청으
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개봉되고, 안토니우스의 집에서 낭독되었다. 그는 이
것을 전 해 9월 13일에 라비쿰에 위치한 그의 별장에서 작성하였고, 제 1 베스타
신녀에게 맡겼다. 퀸투스 투베로가 전하는바,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집정관직 시
기로부터 내전의 시작까지는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를 상속인으로하는 유언장
을 작성했고, 그것을 집회의 군사들 앞에서 낭독했다고 한다. 2. 그러나 최후로
작성한 유언장에는 누이의 손자들 세 명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는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게 3/4을, 루키우스 피나리우스와 퀸투스 페디우스에게는 나머지
1/4을 지정했다. 밀랍판 끝머리에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가문에 입양하여
이름을 잇게 했다. 만일 그[=카이사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경우, 아들의 후견인으
로 지명된 많은 이들이 그의 암살자들이었는바, 데키무스 브루투스조차 그는 제
2순위 상속인중 한명으로 지정했던 것이다. 그는 인민들에게 티베리스 강 주위
의 개인 정원을 公園으로, 인민들 각각에게는 300세스테르티우스 씩을 유증하였
다. [1] Postulante ergo Lucio Pisone socero testamentum eius aperitur recitaturque in

194) Treggiari (1991/2002) p.366, Osgood (2014) p.23.

Antoni domo, quod Idibus Septembribus proximis in Lavicano suo fecerat
demandaveratque virgini Vestali maximae. Quintus Tubero tradit heredem ab eo scribi
solitum ex consulatu ipsius primo usque ad initium ciuilis belli Cn. Pompeium, idque
militibus pro contione recitatum. [2] sed nouissimo testamento tres instituit heredes
sororum nepotes, Gaium Octauium ex dodrante, et Lucium Pinarium et Quintum
Pedium ex quadrante reliquo[s]; in ima cera Gaium Octauium etiam in familiam
nomenque adoptauit; plerosque percussorum in tutoribus fili, si qui sibi nasceretur,
nominauit[,] Decimum Brutum etiam in secundis heredibus. populo hortos circa
Tiberim publice et uiritim trecenos sestertios lega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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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러므로 투리아 부친의 경우는 사위(예정자)가 증여를 통해 투리아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려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col.2 (52)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
위(예정자)의 나이가 투리아보다 더 많은 것을 감안해, 사위(예정자)의 사
인증여를 기대했을 수 있다 . 왜냐하면 부부간 증여는 불가능하지만, 부
195)

196)

195) Treggiari (1991/2002) pp.366-367, D.24.1.1, D.24.1.2, D.24.1.3.pr-1.

에 등장하는

와 “maiores nostri inter virum et uxorem donationes
prohibuerunt”의 표현으로 볼 때, donatio inter virumet uxorem 금지는 원수정 이전
부터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Alfenus Varus (기원전 39년 보충집정관)의 저서에
부부간 증여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도 그 증거이다.
[학설휘찬] 24.1.38.1 알페누스 제 3권 [파울루스 [법적요]] 동일한 법에 속하게
될 것인데, 만일 세 명의 형제 중 한 명이 처가 있고, 그가 공유물을 처에게 증여
했다면: 1/3은 부인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의 지분에서 온 것
은, 만일 형제들이 알고 있거나, 증여된 것을 그들이 추인했다면, 부인이 반환할
필요는 없다. D.24.1.38.1. Alfenus libro tertio a Paulo epitomarum 1. Idem iuris erit,
“moribus apud nos receptum est”

si ex tribus fratribus unus uxorem haberet et rem communem uxori donasset: nam ex
tertia parte mulieris res facta non est, ex duabus autem partibus reliquis, si id scissent
fratres aut posteaquam donata esset ratum habuissent, non debere mulierem reddere.
Treggiari (1991/2002) p.370.

196)

사인증여 또한 [학설휘찬] 39.6.1.pr.에 제시된 정의가 보여주듯이 상속인보다는
수유자를 염두에 둔 상속방식이다. 사인증여에 내포된, 증여자의 주관적 심리상
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최병조(2007.b) pp.817-827 참조. [학설휘찬] 39.6.1. 서항.
마르키아누스 [법학원론] 제9권.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수유자보다는 자신이 가지
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상속인보다는 수유자가 가지기를 더 원하는 경우이다.
(최병조(2007.b) p.824, 최병조 역.) D. 39.6.1. pr. Marcianus, libro nono institutionum
Mortis causa donatio est, cum quis habere se vult quam eum cui donat magisque eum
cui donat quam heredem suum.
D. 39.6.2.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 32권.

2. Ulpian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Sabinum Iulianus libro septimo decimo digestorum tres esse species
mortis causa donationum ait, unam, cum quis nullo praesentis periculi metu
conterritus, sed sola cogitatione mortalitatis donat. Aliam esse speciem mortis causa
donationum ait, cum quis imminente periculo commotus ita donat, ut statim f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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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 사인증여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

학설휘찬] 24.1.9.2.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 33권

197).

부부간에 사인증여는 수용되었는바,
[

학설휘찬] 24.1.10. 가이우스 [속주고시주해] 제 11권

198)

왜냐하면 증여의 효과가 그들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시점에 관계되기 때문이
다. (최병조 역)
accipientis. Tertium genus esse donationis ait, si quis periculo motus non sic det, ut
statim faciat accipientis, sed tunc demum, cum mors fuerit insecuta.

학설휘찬] 39.6.3.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 7권. 3. 사인증여는 쇠약한 건강
상태를 원인으로 할 뿐 만 아니라, 적, 강도, 권력자의 잔혹성 혹은 증오에 기인
한 임박한 사망, 또는 항해시작이라는 위험사항을 원인으로도 허용된다: D.
[

39.6.3.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Mortis causa donare licet non tantum

infirmae valetudinis causa, sed periculi etiam propinquae mortis vel ab hoste vel a
praedonibus vel ab hominis potentis crudelitate aut odio aut navigationis ineundae:

학설휘찬] 39.6.4 가이우스 [일용법서 혹은 금언집] 제 1권. D. 39.6.4. Gaius libro
prim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4. 혹은 위험이 산재한 장소에 가게 될
때. Aut per insidiosa loca iturus.
[학설휘찬] 39.6.5 울피아누스[법학원론] 제2권 5. 혹은 고령으로 쇠했을
때:D.39.6.5. Ulpian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Aut aetate fessus.
[학설휘찬]. 39.6.6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 7권. 6.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임박한 위험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D. 39.6.6.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Haec enim omnia instans periculum demonstrant.

투리아 칭송” 비문 col.2 (52). 로마 여인의 혼인연령에 관해서는 Shaw (1987) 참
조.
“

197) D. 24.1.9.2. 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Inter virum et uxorem
mortis causa donationes receptae sunt,
198) D. 24.1.10. GAIUS libro undecimoad edictum provinciale quia in hoc tempus excurrit
donationis eventus, quo vir et uxor esse desin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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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휘찬] 24.1.11. 서항-1.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 32권

199).

서항. 그러나 때때로 증여물은 즉시 수유자의 것으로 되지는 않고, 사망이 발생
한 때에 한하여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머물
러있다. 1. 그러나 부부간에 사인증여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율리아누
스의 의견처럼 사망이 뒤따를 때에 증여물이 처 또는 남편의 것이 되도록 한다
는 의사로써 행해지는 증여가 유효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인증여가 유
효하다고 할 때 참이다.

위 파울루스 [견해록] 2.23.6

200).

어떤 시점이건 간에, 사망을 예상하여 부부간에 증여가 행해진 경우, 사망이 발
생하면 증여는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문언적인 근거를 비문에서
찾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 본 상속과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인 고려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해 간명하게 언급한 “투리아 칭송” 비문의 문구들은
투리아의 사례가 상속과 관련하여 어쩌면 법규범의 세계와 다소 거리가
199) D. 24.1.11. pr-1. 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pr. Sed interim res
non statim fiunt eius cui donatae sunt, sed tunc demum, cum mors insecuta est: medio
igitur tempore dominium remanet apud eum qui donavit. 1. Sed quod dicitur mortis
causa donationem inter virum et uxorem valere, ita verum est, ut non solum ea
donatio valeat secundum Iulianum, quae hoc animo fit, ut tunc res fiat uxoris vel
mariti, cum mors insequetur, sed omnis mortis causa donatio.
200) P.S. 2.23.6. Quocumque tempore contemplatione mortis inter virum et uxorem donatio
facta est, morte secuta convales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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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것이 의식적으로 법을 벗어났든, 아니면 나쁜 의도 없이 일정한
사회적 관행을 따랐든 간에- 로마 일반인의 단도직입적인 현실적 관념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지
도 모른다.

- 78 -

제 2 절 투리아의 재산관리
1.

투리아와 여성후견

Col. 1. (13)-(24)

(13) Temptatae deinde estis ut testamen[tum,] quo nos eramus heredes, rupt[um
diceretur]

그리고 나서, 당신과 처형이 피소되었는데, 우리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언[장
이] 파훼[가 되었다고 주장되었고,]
(14) coemptione facta cum uxore: ita necessario te cum universis pat[ris bonis in]

그 이유는 (부친이) 共買婚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
가피하게 부친[의 전 재산과] 함께, 이 문제로 소를 제기한 자들의
(15) tutelam eorum qui rem agitabant reccidisse: sororem omni[no illius hereditatis]

후견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妻兄은 [저 상속재산에서] 전적으로
(16) fore expertem, quod emancupata esset Cluvio. Qua mente ista acc[eperis, qua iis
prae-]

배제될 것인데, 그녀는 클루비우스의 수권 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
니다. [당신이] 어떤 정신 상태로 저 일들을 겪었는지,
(17) sentia animi restiteris, etsi afui, compertum habeo.

어떤 경각심을 갖고서 원래대로 바로잡았는지, 비록 나는 부재했지만, 확실히
압니다.
(18) Veritate caussam communem [t]utata es: testamentum ruptum non esse ut
[uterque potius]

진실로써 당신은공동의소송을 [지]켜냈습니다: 유언장은 파훼된 것이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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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 각각은]
(19) hereditatem teneremus quam omnia bona sola possideres; certa qui[dem
sententia]

당신이 혼자 점유했던 모든 재산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확고한 의견을 갖고서,]
(20) te ita patris acta defensuram ut, si non optinuisses, partituram cum s[orore te
adfir-]

당신은 부친의 기록을 방어하고자 하여, 당신이승소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처
[형과] 당신이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임을 [주장하고,]
(21) mares; nec sub condicionem tutelae legitumae venturam, quoius per [legem in
te ius non]

또한 [법적으로 당신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가 없는] 법정후견이라는 조건에
당신이 따르지 않을 것임을
(22) esset, neque enim familia[e] gens ulla probari poterat, quae te id facere [iure
cogeret;]

주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로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정당하
게 강요할] 가문의 씨족인 것이 증명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3) nam etsi patris testamentum ruptum esset, tamen iis qui intenderen[t non esse
id]

실로 부친의 유언장이 파훼되었더라도, [청구했던 이들에게 그 권리가 귀속
되지는 않으니,]
(24) ius, quia gentis eiusdem non essent.

그들은 같은 씨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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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1. (37)-(39)
(37) Omne tuom patrimonium acceptum ab parentibus communi diligentia
cons[ervavimus;]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우리는] 공동으로 주의를 기
울여 보존하[였습니다.]
(38) neque enim erat adquirendi tibi cura, quod totum mihi tradisti. Officia [ita par-]

당신은 그것을 취하고자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고, 나에게 전적으로 넘겼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이렇게]
(39) titi sumus ut ego tu[t]elam tuae fortunae gererem, tu meae custodiam
sust[ineres.]

나누었는바, 나는 당신 재산의 후견인을 맡고, [당신은] 내 재산의 관리를 맡았
습니다.

Col. 1. (13)-(24), (37)-(39) 요지
col.1 (13)-(15):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예정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
언장이 파훼되었다는 소송이 제기됨. 투리아는 宗族의
후견을 받고, 투리아 부친의 전 재산은 투리아의 법정후
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갈 위기가 닥
침.
col.1 (21)-(23): 투리아의 후견을 맡으려던 사람들이 투리아의 씨족임이
확인되지 않음.
col.1 (24): 부친의 유언장이 파훼되어 상속재산이 무유언상속절차로 집
행되더라도, 후견을 맡으려던 사람들은 씨족이 아니므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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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견인자격을 얻지 못함.
col.1 (37)-(39): 투리아의 남편은 투리아 재산의 후견을 맡고, 투리아는
남편 재산의 관리를 맡음.
여성후견tutela mulierum제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재위기(527-565)보
다 약 2세기 전에 소멸하였으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학설휘찬]에는
그 주제를 다룬 해당 개소가 없고, 기원후 2세기 가이우스의 [법학원론]과
기원후 4세기 초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울피아누스 초록] 및 금석문에만
관련 자료가 전한다 . 이미 가이우스의 [법학원론]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등장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제도는 상당히 이른 시
기부터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투리아 칭송” 비석 제작 추정
시기에 여성은 통상 여성후견인의 후견 하에서만 소송을 포함한 제반 법
률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201)

가이우스 [법학원론] 1.190.

202)

실로 성숙기(perfecta aetas)에 도달한 여성이 후견을 받는 것은 어떤 대단한
203)

201) Grubbs (2002/ 2010) pp.24-25.
202) G. 1.190. Feminas vero perfectae aetatis in tutela esse fere nulla pretiosa ratio suasisse
videtur: Nam quae vulgo creditur, quin levitate animi plerumque decipiuntur et
aequum erat eas tutorum auctoritate regi, magis speciosa videtur quam vera; mulieres
enim, quae perfectae aetatis sunt, ipsae sibi negotia tractant, et in quibusdam causis
dicis gratia tutor interponit auctoritatem suam; saepe etiam invitus auctor fieri a
praetore cogitur.
203) G. 1.189.. Sed inpuberes quidem in tutela esse omnium civitatium iure contingit; quia
id naturali rationi conueniens est, ut is, qui perfectae aetatis non sit, alterius tutela
regatur, nec fere ulla civitas est, in qua non licet parentibus liberis suis inpuberibus
testamento tutorem dare; quamvis, ut supra diximus, soli cives Romani videa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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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의해서도 전혀 설득력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이
정신의 박약에 의해 무릇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성이 후견인의 助成을 받아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대중적인 생각은, 사실이라기보다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숙기의 여성은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법률행위
를 체결하고, 몇몇 사안에서는 후견인이 형식상으로만 조성을 행하기 때문이
다. 게다가 자주 후견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조성인이 되도록 법정관에
의해 강제되기도 한다.

가부장의 사망과 동시에, 가부장 생존 시 가부장이 처리하던 일들에 관
해 미성숙연령에 속하는 모든 자식들은 남녀 성별구분 없이 모두 미성숙
후견 tutela impuberum을 받게 된다. 미성숙후견의 목적은, 미성숙자 본인
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미성숙자 및 미
성숙자의 부계혈족의 이익을 보존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
으로 해석된다 . 후견인은 부친의 유언장에 명시tutela testamentaria되거
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부계혈족최근친남성이 후견을 맡게tutela legitima 된
다. 그러나 성숙연령에 도달하면 성별에 따라 후견필요유무가 나뉜다. 남
성은 후견을 받지 않게 되지만, 여성은 다시 여성후견 tutela mulierum을 받
는다 . 물론 남자의 경우에도 성숙한 미성년자가 완전한 행위능력을 인
204)

205)

tantum liberos suos in potestate habere.
204) Grubbs (2002/ 2010) p.23.
205)

로마법에서는 성숙연령(남성: 14세, 여성: 12세)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사회
활동에 미숙하다고 간주하여 25세 성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보좌cura minorum라
는 제도를 발전시켰다. 보좌인curator의 임무는 후견인보다는 제한적이며, 제정 초
기에는 선택사항이었지만, Septimius Severus황제(193-211)시에는 보편화되고, 4세
기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25세 미만 연령자에게 부여되었다. Grubbs (2002/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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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견을 벗어나더라도 보좌(cura)를 받았기 때문
이다. 반면에 여성은 그가 自權者(sui iuris)인 한 혼인했더라도 후견을 받았
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1.144-145.

206)

그러므로, 유언으로 자신의 솔가권 하에 거느리고 있는자식들에게 후견인
을 부여하는 것이 父에게 허용되었다. 실로 남자는 미성숙자일 경우, 그러나 여
자는 미성숙자이건 성숙자이건, 더 나아가 혼인했을 경우에도 부여된다. 왜냐
하면 옛 법률가들은 여성은 비록 성숙기에 도달했더라도 정신의 박약으로 인해
후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145. 그러므로, 아들과 딸에게 유언에서 후견
인을 부여하고 양자가 성숙연령에 도달하면, 실로 아들은 후견인 가지기를 그
144.

206) G. 1.144-145. 144. Permissum est itaque parentibus liberis, quos in potestate sua
habent, testamento tutores dare: Masculini quidem sexus inpuberibus, feminini vero

본을 따름, M. David본에는 <femini autem
sexus cuiuscumque aetatis, puberibus quo>que~ 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차이가 나
는 것은 아님.))cum nuptae sint. Veteres enim voluerunt feminas, etiamsi perfectae
inpuberibus puberibusque, vel(Kuebler

aetatis sint, propter animi levitatem in tutela esse. 145. Itaque si quis filio filiaeque
testamento tutorem dederit, et ambo ad pubertatem pervenerint, filius quidem desinit
habere tutorem, filia vero nihilo minus in tutela permanet: Tantum enim ex lege Iulia
et Papia Poppaea iure liberorum a tutela liberantur feminae. Loquimur autem exceptis
virginibus Vestalibus, quas etiam veteres in honorem sacerdotii liberas esse voluerunt:
Itaque etiam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울피아누스 초록] 11.1. [XL. DE TVTELIS.] 1. 후견인은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을 위해서도 설정된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미성숙자에게 오로지 연령으로 인한
취약성 때문이지만, 여성에게는 미성숙여성뿐만이 아니라 성숙여성을 위해서 설
정되는데, 성별에 기인한 취약성과 법정 사안에 관한 무지 때문이다. 1. Tutores
[

constituuntur tam masculis quam feminis : sed masculis quidem inpuberibus dumtaxat
propter aetatis infirmitatem ; feminis autem [tam] inpuberibus quam puberibus, et
propter sexus infirmitatem et propter forensium rerum ignorant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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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만, 딸은 계속해서 후견을 받는다. 여성들은 율리우스 법과 파피우스 포파
이우스법에 의해 다자녀특권에 의해서만 후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스타 여사제의 경우는 제외한 채로 말하는 것인바, 옛 법률가들도 사제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들이 후견에서 자유롭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12표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었다.

원래 여성후견의 목적은 부계친족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여성의 상
속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 기원후 1세기까지는, 여성의 부친이 유언없
이 사망했을 경우 부계혈족최근친남성이 법정후견인tutor legitimus으로서
그 여성의 후견을 맡았다. 이것은 여성이 가내상속인없이 무유언으로 사망
시, 여성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가 그 여성의 여성후견인tutor mulieris이 되
는 것을 의미한다 .
207)

208)

207) Grubbs (2002/ 2010) p.24.

확실히 법정 후견직을 두호인이나 부모
가 맡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종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이해되는바, 악취물
양도나 채무인수에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유언장
작성, 악취물 양도, 채무인수를 승인함에 있어 책임당사자가 되도록 강제 받지 않
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실로 여성이 무유
언으로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은 그들에게 귀속된다. 이것은 유언장을 통해 그들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값나가는 것들은 타인에게 양도되고 그들은 채무를 떠
맡게 되어, 그들에게 더 적은 상속재산이 귀속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Sane

208) Dixon (1984) p.343, n)4, p.345. G. 1.192.

patronorum et parentum legitimae tutelae vim aliquam habere intelleguntur eo, quod hi
neque ad testamentum faciendum neque ad res mancipi alienandas neque ad
obligationes suscipiendas auctores fieri coguntur, praeterquam si magna causa
alienandarum rerum mancipi obligationisque suscipiendae interveniat. Eaque omnia
ipsorum causa constituta sunt, ut quia ad eos intestatarum mortuarum hereditates
pertinent,

neque

per

testamentum

excludantur

ab

hereditate,

neque

alienatis

pretiosioribus rebus susceptoque aere alieno minus locuples ad eos hereditas perven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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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법] 5표 4조

209)

無遺言으로 사망하는 자에게 家內相續人이 없을 경우에는 最近의 宗親員이 家
産을 相續한다. (최병조 (1991), 최병조 역)

가이우스 [법학원론] 1.155-157.

210)

유언에 의해 후견인이 부여되지 않은 자에게는, 12표법에 의해 宗族이 후
견인이 되며, 이들을 법정후견인tutor legitimus이라 부른다. 156. 그런데 종족이
란, 남성에 의해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인바, 말하자면 부계혈족으로서, 예를 들
어 같은 부친에게서 태어난 남자동기, 남자 동기의 아들, 또는 이로부터 난 손
자, 또 아버지의 동기[삼촌]와 삼촌의 아들과 이로부터 난 손자이다. 그러나 여
성에 의해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은 종족이 아니고 달리 자연법에 의한 혈족이
다. 그러므로 외삼촌과 그의 여자동기[이모]의 아들 간에는 종족관계는 성립하
지 않고, 혈족관계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고모, 이모의 아들은 나의 종족이
아니라 혈족이다. 반대로, 나도 확실히 동일한 법리에 의해 그들과 연결되어 있
155.

209) duodecim tabulae 5.4. si intesto moritur, cui suus heres nec escit, adgnatus proximus
familiam habeto.

최병조 (1991).

210) G. 1.155-157. 155. Quibus testamento quidem tutor datus non sit, iis ex lege XII
tabularum agnati sunt tutores, qui vocantur legitimi. 156. Sunt autem agnati per virilis
sexus personas cognatione iuncti, quasi a patre cognati, veluti frater eodem patre
natus, fratris filius neposve ex eo, item patruus et patrui filius et nepos ex eo. At hi,
qui per feminini sexus personas cognatione coniunguntur, non sunt agnati, sed alias
naturali iure cognati. Itaque inter avunculum et sororis filium non agnatio est, sed
cognatio. Item amitae, materterae filius non est mihi agnatus, sed cognatus, et invicem
scilicet ego illi eodem iure coniungor, quia qui nascuntur, patris, non matris familiam
secuntur. 157. Sed olim quidem, quantum ad legem XII tabularum attinet, etiam
feminae agnatos habebant tutores. Sed postea lex Claudia lata est, quae, quod ad
feminas attinet, agnatorum tutelas sustulit: Itaque masculus quidem inpubes fratrem
puberem aut patruum habet tutorem; femina vero talem habere tutorem non p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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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태어나는 자는 부친의 가문을 따르지 모친의 가문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57. 그러나 옛날에는 실로, 12표법에 관한 한, 여성도 종족을 후견인
으로 두었다. 그러나 후에 클라우디우스 법이 제정되었는바, 이 법은 여성에 관
한 한 그러한 후견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미성숙 남성은 성숙연령의 형이나 삼
촌을 후견인으로 두지만, 여성은 그러한 후견인을 둘 수 없다.

여성후견인은 피후견 여성의 재산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
다. 하지만 피후견 여성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악취물 매매, 노예해방 등
비교적 중대한 일을 할 때에는 여성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2.80-81

211).

이제 우리는, 여성이나 미성숙자는 후견인의 조성없이 악취물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비악취물인 경우, 여성은 양도할 수 있지만, 미성숙자는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81. 그러므로, 여성이 후견인의 조성없이 타인에게 소
비대차금을 공여한 경우, 금전을 수령자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
히 금전은 비악취물이므로, 채무계약이 성립한다.
80.

[

울피아누스 초록] 11.27

212).

211) G. 2.80-81. 80. nunc admonendi sumus neque feminam neque pupillum sine tutoris
auctoritate rem mancipi alienare posse; nec mancipi uero feminam quidem posse,
pupillum non posse. 81. Ideoque si quando mulier mutuam pecuniam alicui sine
tutoris auctoritate dederit, quia facit eam accipientis, cum scilicet pecunia res nec
mancipi sit, contrahit obligationem.
212) Tit.Ulp.11.27. Tutoris auctoritas necessaria est mulieribus quidem in his rebus : si lege
aut legitirno iudicio agant, si se obligent, si ciuile negotium gerant, si libertae suae
permittant in contubernio alieni serui morari, si rem mancipi alien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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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일에 있어서 여성에게는 후견인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법률소송
혹은 법정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자신의 여자 해방노예에게 타인 소유의 노예남성과 사실혼 동거를 허락
하는 경우, 악취물을 양도하는 경우.
11.27.

여성후견인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기원후 158-159년 작성된 변
론문으로 알려진 아풀레이우스Apuleius의 작품 [변론Apologia]에 묘사된다.
여기서 아풀레이우스는 자신의 妻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妻로 하여금 妻
자신의 금전을 써서 아풀레이우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게 만들었다는 혐
의를 받는다. 이에 아풀레이우스는 토지 매입에 관련된 모든 행위가 妻의
의지로 행해졌다는 점, 그리고 妻의 행위는 전적으로 妻의 여성후견인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변론한다.
아풀레이우스 [변론] 101.4-7

213).

저 사실도,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빼뜨리지 않기 위한 바, 내가 변론을 마
치기 전에 저 거짓 고발에 대해서도 반박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아내의 큰
자금을 갖고서 가장 고가의 장원을 내 명의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그
[101] 4.

213) Apuleius Apologia 101.4-7. 4. Illud etiam, ne quid omnium praeteream, priusquam
peroro, falso obiectum reuincam. Dixistis me magna pecunia mulieris pulcherrimum
praedium meo nomine emisse. 5. Dico exiguum herediolum LX milibus nummum, id
quoque non me, sed Pudentillam suo nomine emisse, Pudentillae nomen in tabulis
esse, Pudentillae nomine pro eo agello tributum dependi. 6. Praesens est quaestor
publicus, cui depensum est, Corvinius Celer, uir ornatus. Adest etiam tutor auctor
mulieris, uir grauissimus et sanctissimus, omni cum honore mihi nominandus, Cassius
Longinus. 7. Quaere, Maxime, cuius emptionis auctor fuerit, quantulo pretio mulier
locuples agellum suum praestinarit. [Testimonium Cassi Longini tutoris et Coruini
Clementis quaestoris.]

- 88 -

러나 그것은 60000눔무스 가치의 저가의 상속재산으로서, 그것도 제 명의가 아
니라 푸덴틸라가 그녀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고, 푸덴틸라의 이름이 장부에 올
라있고, 푸덴틸라 명의로 그 땅뙈기에 대한 세금이 지불된다고 본인은 주장합
니다. 6. 이 세금에 관련된 공공재무관인 고귀한 인물 코르비니우스 켈레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후견인이자 승인자인, 매우 근엄하고 청렴한,
온갖 영예를 갖추신 분으로 마땅히 이름 불릴만한 카시우스 롱기누스가 옆에
와 있습니다. 7. 그러므로, 막시무스여, 저 구매를 승인해 준 분에게 물어보십시
오, 얼마를 내고 아내가 자기 땅뙈기를 샀는지를 말입니다. (여성후견인 카시우
스 롱기누스와 재무관 코르비니우스 클레멘스의 증언)

즉,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공적인 일에서 후견인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도 불구하고, “투리아 칭송” 비문에서는 col.1 (39)의 언급, 즉 투리아가 받
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남편의 후견을 제외하고는, 그 시점 이전에 투
리아가 후견인의 후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 col.1 (39)이
214)

에서, Grubbs는 기원후 2세기 아풀레이우스의 예를 들
고, 이 작품을 제외한 여성후견에 관해 기술한 문학작품의 희소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반해 로마에서 발견된 기원후 1세기 무렵의 비문들에 여성이 자
신의 묘소를 만들면서 그 묘소에 같이 안치될 수 있는 자의 목록에 후견인의 이
름을 삽입해놓는 경우를 제시한다. 이 비문들은 인명목록과 다름없는 단순한 형
식의 비문으로서, 후견인의 이름이 언급된다. CIL VI.2650, CIL VI.7468, CIL VI.
10231. 이 중 CIL VI 265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4) Grubbs (2002/2010) pp.33-34

Furfania L(uci) f(ilia) Saturnina/ fecit sibi et/ A(ulo) Manneio A(uli) f(ilio) Col(lina)
Celso filio suo/ militi cohortis V̅I̅I̅ praetoriae et/ M(arco) Valerio Ismaro coniugi suo
et/ M(arco) Valerio Semno vernae suo et/ M(arco) Valerio Ismari l(iberto) Hesycho
tutori suo et/ Saturninae Veneriae vernae suae et/ Epicarni libertae et/ Secundae
Veneriae vernae suae/ libertis libertabus posterisq(ue) eorum/ Natali Veneriae vernae

루키우스의 딸 푸르파니아 사투르니나는/ 이 묘소를 만들었다. 자신과/ 아
울루스의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인 아울루스 마네이우스 켈수스, 콜리나 분구출
s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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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별도로 후견인이 언급되는 부분이라고는, col.1 (14)-(15)와 col.1 (21)
에서 투리아가 투리아 부친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과정 중, 참칭 후견인
들과 소송을 벌인 사건 뿐이다. 이 비문의 논조에 의하면, 참칭후견인들의
목적은 투리아 부친의 유언을 무효로 만들어 유언상속을 막아 투리아에게
법정상속분이 돌아가게 한 후, 자신들이 그 재산의 법정후견을 맡으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투리아 칭송” 비석 설립 당시 후견인 없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
급된 가이우스 [법학원론] 1권 145항에 명시되듯이, 파피우스 포파이우스
법Lex Papia Poppaea법에 의거해 다자녀특권(ius (trium) liberorum)을 부여
받은 경우이외에는 불가능했다 .
215)

가이우스 [법학원론] 1.194

216).

그런데 후견에서 해방되는 것은 실로 출생자유인 여성은 세 자녀 특권에 의해,
신,/ 제 7 친위대 소속 병사, 그리고/ 자신의 남편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이스마루
스, 그리고/ 가문태생노예인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셈노스, 그리고/ 해방자유인 마
르쿠스 발레리우스 이스마루스와 자신의 후견인인 헤쉬쿠스, 그리고/ 가문태생여
자노예 사투르니나 베네리아, 그리고/ 해방자유인 에피카리스, 그리고/ 가문태생
여자노예 세쿤다 베네리아,/ 해방자유인 남성과 해방자유인 여성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가문태생여자노예 나탈리스 베네리아를 위해.
215)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은 로마시민을 염두에 둔 것이라서, 실제적으로 다자녀 특
권을 누릴 수 있는 여성은 아우구스투스 당시에는 로마시민에 국한되었다. 하지
만 기원후 212년의 카라칼라 황제의 법 이후 이 특권은 점차 보편화되었다.
Grubbs (2002/2010) p.38. 파피우스 포파이우스법(기원후 9년)과 그 이전 율리우
스 법(기원전 18년)의 차이점보다는 연관성에 주목하는 경향에 관해서는 Osgood
(2014) p.84, Vigorita (2010) pp.19-27 참조.
216) G. 1.194. Tutela autem liberantur ingenuae quidem trium liberorum iure, libertinae
vero quattuor, si in patroni liberorumve eius legitima tutela sint; nam et ceterae, quae
alterius generis tutores habent, velut Atilianos aut fiduciarios, trium liberorum iure
tutela libera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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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방자유인 여성은 네 자녀 특권에 의해 해방되는바, 두호인이나 두호
인의 자식이 법정후견인일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틸리우
스 법에 의한 후견인 이나 신탁적 후견인과 같은 다른 종류의 후견인을 가진
여타의 여성들은 세 자녀 특권에 의해 후견에서 해방된다.
217)

가이우스가 전하는 파피우스 포파이우스 법에 따르면, 자유인 여성은 세
명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해방자유인여성은 해방된 후 네 명의 자식을 출
산한 경우에 한해서 후견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다자녀특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출산 경험으로 해당되는지, 아니면 출산한 자녀가 어느 연령까지
생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해당되는지 그 상세한 항목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 그러나 투리아는 평생 다자녀특권을 누릴 만큼의 자식을 낳
지는 못했다 . 확실히 부친이 살해당한 사건과 참칭후견인들을 물리친
218)

219)

217)

가이우스 [법학원론] 1.185. 후견인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로마시에서는 아틸리우
스 법에 따라 도시법정관과 호민관 다수의 의결로 후견인이 선임되는바, 이 후견
인은 아틸리우스 법에 의한 후견인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속주에서는 율리우스티티우스 법에 따라 속주총독이 선임한다. G. 1.185. Si cui nullus omnino tutor sit,
ei datur in urbe Roma ex lege Atilia a praetore urbano et maiore parte tribunorum
plebis, qui Atilianus tutor vocatur; in provinciis vero a praesidibus provinciarum ex
lege Iulia et Titia.

僞 파울루스 [견해록] 4.9장에는, 기원
후 56년 의결된 트레벨리아누스 원로원 의결과 관련하여 다자녀특권에 대한 해
석이 들어있다. 이 중 9항은 특히 ‘다자녀’에 대한 해석이다. 僞 파울루스 [견해
록] 4.9.9. 자녀를 셋 가지거나, 가졌거나, 혹은 가지지 않거나 가지지 못했어도 어
머니인 자는 다자녀특권을 갖는다. ‘가진다’라 함은 자식들이 생존한 것이다. ‘가
졌다’함은 자식들을 잃은 것이다. ‘가지지 않는다’ 혹은 ‘가지지 못했다’ 는 황제
의 호의로 다자녀특권을 얻은 것이다. Ius liberorum mater habet, quae tres filios aut

218) Grubbs (2002/ 2010) pp. 37-38, n)43. p.278.

habet aut habuit aut neque habet neque habuit. Habet, cui supersunt: habuit quae
amisit: neque habet neque habuit, quae beneficio principis ius liberorum consecuta est.
219) col.2 (26), (53)

해석 참조. 본 논문 3장3절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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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투리아는 다자녀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참칭후견인들이 자신들의 법정후견을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점에서 투리아는 혼인을 했다면 수권혼을 하지 않았거나 , 아니면
아직 혼인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수권혼을 했다면 남편의 수권에 복종
하게 되므로 법정후견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한편 col.1 (39)의 언급을 통해, 혼인 후 투리아의 남편은 妻 투리아의 후
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유추된다 . 동방 이집트 속주에서는 남편이
동시에 妻의 후견인인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로마에서 남편은 통상 妻의
후견인이 아니었다 . 비록 “투리아 칭송” 비문보다 후대이지만, 마르쿠
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콤모두스 황제 재임시 의결된 한 원로원 의결은
오히려 이를 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20)

221)

222)

[

학설휘찬] 23.2.64.서항 칼리스트라투스 [질의록] 제 2권

223)

투리아가 처음부터 수권혼을 했다고 주장하는 논문. Lindsay (2009) p,196.
22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코모두스 황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편이 妻의 후견인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
하지는 않았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로는 후견인이 종족일 필요도 없었다. 기
원후 1세기 중반부터 로마 여성의 후견인은 점차 가족단위를 벗어난다. 1세기 중
반에는 더 이상 여성후견이 여성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우구
스투스 원수정기부터 이미 여성후견은 점차 사라져, 기원후 2세기 경에는 완전히
소멸한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법정후견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여성은 최근
친종족남성 이외에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둘 수 있었다. Grubbs (2002/2010)
220)

pp.23-34.

본 논문 주석 221)참조., 1.190.본 논문 주석 213)참조. 하지만, 여성후견
은 투리아 시기 즉 기원후 1세기 초반에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투리아의 남편은
투리아의 후견인이면서 투리아와 결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유추된다. 후견인이었
을 경우, 참칭후견인이 나서서 법정후견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22) Grubbs (2002/ 2010) pp.24, 34-37. 물론 동방 이집트 속주의 후견인kyrios은 로마의
후견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G. 1.157.

- 92 -

해방자유인이면서 동시에 미성숙여성의 후견인인 자는, 그녀를 그녀자신의 후
견인에게나 그의 아들에게 혼인시킨 사유로 인해 경유배되어야 한다고 원로원
은 의결했다. 1. 원로원 의결은 후견인과 그의 아들이 피후견 미성숙여성과 혼
인하는 것을 금하는바, 사견으로는, 후견인의 가외상속인도 이에 해당된다. 왜
냐하면, 여성미성숙자의 가산이 저들에 의해 사기당하지 않기 위함인바, 그들
에게는 피후견 여성에게 상기후견행위에 대한 회계보고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 의결은 해방노예가 이미 타계한 두호인의 미성숙 여식의 후견
을 맡은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고, 특히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후견인
자신이나 그의 아들과 피후견녀의 혼인을 도모하여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
려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 의결의 목적을 일반화하
여 남편이 妻의 후견인일 경우, 妻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는 옳지 않다 . 투리아의
남편이 투리아와의 혼인 이전에 투리아의 후견인이었을 가능성은 적다 .
그랬더라면, 참칭후견인들이 나서서 법정후견을 요구하지는 못했을 것이
기 때문이다. col.1 (39)에서, 남편이 투리아의 후견인이 된 것은, 투리아 아
버지가 유언으로 정한 것이다(유언지정 후견인tutor dativus).
여성후견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원용되던 “여성의 약함
224)

225)

223) D.23.2.64.pr-1. Callistratus libro secundo quaestionum pr. Libertum eundemque
tutorem pupillae eo, quod in matrimonium collocata ipsi tutori suo vel filio eius est,
senatus relegandum censuit. 1. Senatus consulti, quo prohibentur tutores et filii eorum
pupillas suas ducere, puto heredem quoque tutoris extraneum sententia adprehendi,
cum ideo prohibuerit huiusmodi nuptias, ne pupillae in re familiari circumscribantur
ab his, qui rationes eis gestae tutelae reddere compelluntur.

참조.
225) Mommsen (1863). 몸젠은 남편이자 후견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24) Arjava (1996) pp.140-141, Grubbs (2002/ 2010)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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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외양적 이유제시와는 달
리 , 로마인들은 여성의 판단력과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다 .
mulierum infirmitas, infirmitas feminarum”
226)

227)

2.

투리아의 공동 재산관리

Col. 1 (18)-(19)

(18) Veritate caussam communem [t]utata es: testamentum ruptum non esse ut
[uterque potius]

진실로써 당신은 공동의 소송을지[켜]냈습니다: 유언장은 파훼된 것이 아니
어서, [우리 각각은]
(19) hereditatem teneremus quam omnia bona sola possideres;...

당신이 혼자 점유했던 모든 재산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별에 기인하는 취약함에 대한 언명은 벨라이우스 원로원의결 SC. Velleianum에
기인한다. D. 16.1.2.2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29권. 그러므로 우리는 원로원의결의 규
정을 탐구하겠는데, 먼저 尊貴身品會[원로원]의 선견지명을 칭송하는바, 왜냐하면 이
의결은, 성별에서 기인하는 취약함으로 해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 처하고 난관에 봉착
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Digesta 16.1.2.2 Ulpianus libro 29 ad edictum
226)

Verba itaque senatus consulti excutiamus prius providentia amplissimi ordinis laudata, quia
opem tulit mulieribus propter sexus inbecillitatem multis huiuscemodi casibus suppositis

그러나 [학설휘찬]에 전하는 개소 중, 벨라이우스 원로원의결에 기인한
항변이 여성에게 거절되는 경우의 대다수는, 여성의 채무가담행위가 여성 자신의 사무
처리 혹은 여성의 궤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 이결의 목적은 법률가들이
명시해놓은 이유, 즉 여성의 성별에 기인한 취약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tque obiectis.

Vogt (1967), Crook (1981/1986), Dixon (1984), van den Bergh (2006), Finkenauer (2013)

참조.

남편이 유언에서 수권혼 妻에게 직접 후견인 선택의 권한을 주는 관행이 발전한
것(피후견녀 선택후견인tutor optatus)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투리아의 경우는 이에 해
당되지 않는다. G.150-154. 참조.
227)

- 94 -

Col. 1 (37)-(40)
(37) Omne tuom patrimonium acceptum ab parentibus communi diligentia
cons[ervavimus;]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우리는] 공동으로 주의를 기
울여 보존하[였습니다.]
(38) neque enim erat adquirendi tibi cura, quod totum mihi tradisti. Officia [ita par-]

당신은 그것을 취하고자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고, 나에게 전적으로 넘겼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이렇게]
(39) titi sumus ut ego tu[t]elam tuae fortunae gererem, tu meae custodiam
sust[ineres].

나누었는바, 나는 당신 재산의 후견을 맡고, [당신은] 내 재산의 관리를 맡았습
니다.
(40) de hac parte omittam ne tua propria mecum communicem. ...

이 점에 관해 나는 언급하지 않겠는바, 당신의 재산을 나와 함께 공유하려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

Col. 2 (35)-(39)
(36) que tuis habituram adf[ir]mares, - neque patrimoni nos[tri, quod adhuc]

당신의 자손으로 여기기로 단[언]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상속재산은, [지금껏]
(37) fuerat commune, separa[ti]onem facturam,- sed in eodem [arbitrio meo id]

공동소유였으며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동일하게 [나의 권한 하에 그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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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t, si vellem, tuo ministerio [fu]turum:- nihil seiunctum, ni[hil separatum te]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당신의 관리 하에 둘 것이라고: 결코 당신은 그것
을 떼내어 분리된 것으로
(39) habituram, sororis soc[rusve] officia pietatemque mihi d[einceps praestituram.]

여기지 않을 것이고, 누이나 장모의 역할, 즉 가족 간의 도의를 나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Col. 1 (18)-(19), (37)-(40), Col. 2 (35)-(39) 요지
col.1 (18)-(19): 투리아가 점유하던 상속재산을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
이 상속재산으로서 소유하게 됨.
col.1 (37): 투리아 부친의 상속재산을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이 공동으
로 보존함.
col.1 (38)-(40): 투리아는 자신이 남편에게 인도한 재산을 되찾고자 하지 않
음. 투리아는 남편재산의 관리(meae (fortunae) custodiam)를
맡고, 남편은 투리아 재산의 후견(tutelam tuae fortunae)을
맡음.
col.2 (35)-(39): 남편에게 씨받이로 얻은 자식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자식
으로 여기고, 여태껏 공동소유였던 상속재산을 분리하지
않고 남편의 권한과 자신의 관리 하에 둘 것을 투리아가
제안함.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까지도 계속해서 妻의 전형적 이상은 침선과 연
관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妻는 일상적인 노예관리를 포함하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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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에 속하는 자금들을 관리했다 . 하층 신분의 여성들은 요리와 청
소를 직접했으며, 상층 신분에서는 가사 일 전반의 관리가 여주인domina의
몫이었다 . 즉, 가내 재산의 보존과 관리가 妻의 가장 중심적인 임무였
다 . 이 점은 헬라스에서도 다르지 않아, 이미 호메로스를 비롯한 여러
헬라스 문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언급들이 발견된다 . 키케로의 언급에
의하면, 고대 로마에서는 12표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편이 妻에
게서 열쇠를 반납받고 집에서 妻를 내보내는 과정이 행해졌다.
228)

229)

230)

231)

키케로 [필리포스 연설] 2. 69

232).

228) Treggiari (1991/ 2002) p.375.
229) Treggiari (1991/ 2002) p.424 n) 144. Ovid. Metam. 8.628-678. Collum. 12 pr.; Plut.
Comp. Aristides Cato mai. 4.5. Cato Ag. 143. Vilicae quae sunt officia curato faciat;
si eam tibi dederit dominus uxorem, esto contentus; ea te metuat facito; ne nimium
luxuriosa siet; vicinas aliasque mulieres quam minimum utatur neve domum neve ad
sese recipiat; ad coenam ne quo eat neve ambulatrix siet; rem divinam ni faciat neve
mandet qui pro ea faciat iniussu domini aut dominae: scito dominum pro tota familia
rem divinam facere. Munda siet: villam conversam mundeque habeat; focum purum
circumversum cotidie, priusquam cubitum eat, habeat. Kal., Idibus, Nonis, festus dies
cum erit, coronam in focum indat, per eosdemque dies lari familiari pro copia
supplicet. Cibum tibi et familiae curet uti coctum habeat. Gallinas multas et ova uti
habeat. Pira arida, sorba, ficos, uvas passas, sorba in sapa et piras et uvas in doliis et
mala struthea, uvas in vinaciis et in urceis in terra obrutas et nuces Praenestinas
recentes in urceo in terra obrutas habeat. Mala Scantiana in doliis et alia quae condi
solent et silvatica, haec omnia quotannis diligenter uti condita habeat. Farinam bonam
et far suptile sciat facere.
230) Pearce (1974), Treggiari (1991/ 2002) p.375 n) 59.
231) Pearce (1974) pp.30-32, Hom. Od. 23. 149 ff., Aristot. Pol. 3.4.1277b, Anthologia
Palatina 7.425.7.
232) Cic. Phillip 2.28.69. Illam suam suas res sibi habere iussit ex XII tabulis claves

최병조 (1995)에서, 최병조는 “그녀”를 “(그의 妻)”라고 부연하여
번역하였다. 상기 인용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12표법의
ademit, exe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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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그는 12表法에 따라서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였고 열쇠를
빼앗고, (가에서) 逐出하였다. (최병조 역 (1995) p.12)

이 대목은 키케로가 안토니우스의 부도덕한 생활을 비난하는 대목 중에
등장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키케로는 안토니우스를 조롱하기 위해 안토
니우스가 해방자유인 연극배우 Volumnia Cytheris와 결별한 사건을, 마치
정당한 혼인을 통해 맺어진 妻와 이혼하는 과정처럼 과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12표법에 명시된 이혼절차뿐만 아니라, 이혼 전
에 통상 妻가 집안에서 하는 일을 유추해 낼 수 있는바, 妻는 가정에서 열쇠를
책임지고 가내재산관리를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妻의 집안재산관
리에 대한 당위성은 특히 콜루멜라Columella의 저술에 표현된다.
233)

원의에 적합하지만, 키케로 [필리포스 연설] 2.69의 문맥에서는 Volumina Cytheris
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233) [필리포스 연설] 2.28.69에서 12표법의 내용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
쟁이 있다. 이 문제는 우선 텍스트를 끊는 지점을 결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며, 궁
극적으로는 해석문제와 연관된다. 즉 tabulis뒤에서 끊을 경우, 앞 부분의 “suas res
sibi habere”라는 내용은 확실히 12표법에 속하는 내용이 되지만, iussit뒤에서 끊을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관해
Yaron (1960)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만약 12표법에 있는 경우라 할 때, 수권혼cum
manu과 연결된 내용으로 이혼 시 부부간 재산분배를 조절하는 내용으로 해석한
다. Watson (1965)은 수권혼일 경우를 상정하는 데는 동의하나, 그것이 단순한 명
령과 지시로 되어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부부간 재산분할문제는 대단
히 첨예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편이 명령하고 아내가 가져가는 식의
방식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부간 재산분할사안은 기
원전 230년경 일어난 Carvilius Ruga의 이혼소송에서 기원한 cautiones rei uxoriae
과 관련된 문제로서, 기원전 6세기로 추정되는 12표법의 제정시기와는 맞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에 Watson은 이 구문을, 아내가 혼인 시 가져왔던 단순한 개인소
유물건에 대한 지시로 해석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Carvilius Ruga의 이혼소송과
처재산반환청구소권actio rei uxoriae에 관해서는, Watson (1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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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루멜라 [농업론] 제 12권 서설 4-5

234)

그래서 신은 남자에게는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한편, 행군과 전쟁 및 평화 시
의 勞役, 다시 말해 농사와 군대에 관한 일을 부여했다. 5. 다음으로 여자에게는
저 모든 일에는 적합하지 않은 고로, 가사 업무를 돌보도록 넘겼다. 그래서 여
성에게 세심한 管理를 배정했기 때문에, 용감하기보다는 조심성이 더 많게 하
였다. 실로 세심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데에는 두려움이 훨씬 더 적합하다.
...

한편 妻의 재산관리능력에 대한 칭송을 남긴 비문이 상당량 존재하며,
특히 제정초기 것으로서 CIL XIII 1527 (=CLE 1887) 및 제작연도는 알 수
없으나 Umbria지방에서 발견된 CIL XI 6286은 Pearce가 지적하듯이, 배우
자 상실이 초래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
235)

CIL XIII 1597 (=CLE 35)236)

234) Coll. de agricultura 12 praefatio 4-5 ...Itaque viro calores et frigora perpetienda, tum
etiam itinera et labores pacis ac belli, id est rusticationis et militarium stipendiorum
deus tribuit: 5. mulieri deinceps, quod omnibus his rebus eam fecerat inhabilem,
domestica negotia curanda tradidit. Et quoniam hunc sexum custodiae et diligentiae
assignaverat, idcirco timidiorem reddidit quam virilem. Nam metus plurimum confert
ad diligentiam custodiendi.
235) Pearce (1974) pp.25-27.

비편에서 소실된 부분은 iambicus senarius운율을 고
려해 Buecheler가 복원한 것이다.

236) Treggiari (1991/ 2002) p.377.

CIL XIII 1597 (=CLE 35)
[nos ante te, uxo]r, iustius [fuerat mori],
[nec vitam ducer]e etiam post ci[neres tuos];
[rerum omni]um fidem reple[vit optime]

- 99 -

내가 당신보다 먼저, 아]내여, [사망하는 것이 더 정당했습니다.]
특히나 [당신의 타고남은] 재 이후 [사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매사]에 [최상의] 신의를 채워[넣고],
그녀는 내 [사업]에 [이]득을 주었는바,
그녀가 [집과] 재산, [모든 것을] 관리[했]을 때 그랬습니다.
[

CIL XI 6286237)

망자의 혼령들에게/ 비리아 루피나,/ 충실한 아내에게/ 그녀는 보존하는바,/ 내
가 수익을 얻었던/ 특유재산의 관리자로서/ 32년 2개월/ 6일 동안/ 살았다./ 나
시디우스/ 발렌스가 아/내, 칭송받아 마땅한 아내를 위해

한편,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부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실상 공유
란 불가피하다. 업무가 비교적 명확한 노예의 경우, 예를 들어 妻의 의복단
장노예, 유모나 산파는 妻에게 속하고 남편의 일을 담당하는 노예는 남편
에게 속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일을 수행하는 노예들은 부부 양측의 일을
가리지 않고 수행했다고 추정된다 .
col.1 (37)-(39) 및 col.2 (36)-(39)에 의하면, 투리아는 남편과 함께 공동으
로 재산을 관리한다. 특히 col.1 (13)에 의하면, 투리아와 남편은 투리아 부
친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했으므로, 그들의 재산은 분리하기가 더욱 힘들
238)

[et fruct]ui meis haec fuit [negotiis],
[domus] divitiae, curam [cum omnium ege]rit.
237) CIL XI 6286 D(is) M(anibus) / Viriae Rufin(ae) / coniugi pie/ntissimae / conservat /
custos pecu/li(i) per quem / adquisivi / vixit annis / XXXIII men(sibus) II / diebus VI
/ Nasidius / Valens co/niugi b(ene) m(erenti)
238) Treggiari (1991/ 2002) pp.37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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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 “투리아 칭송” 비석의 제작지시자인 투리아의 남편은 재
산을 공동 관리한 사실을 col.1 (37), (39)에서 강조하면서, 특히 col.1 (38)에
서 투리아가 자신에게 전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겼다는 점, col.2 (36)-(39)에
서 투리아가 부부간 재산을 분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보고한다. 이 사실은 col.1 (40)에서 투리아의 남편이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239)

에서 Treggiari는 부부간 재산분할의 난점을 보여주는
예로 다음의 개소를 언급한다. [학설휘찬] 31.34.3. 모데스티누스 [해답집] 제 10
권. 가이우스 세이우스는 자신의 집을 가졌는데, 妻의 별장으로 옮겨갔을 때, 몇
몇 물건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별장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상당 기일 후에 사망
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妻와 다수의 다른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남겼다. 그 유
언장 아래 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상속인들은, 내
妻의 수중에는 금전이나 다른 어떤 재산도 없음을 알지어다. 그리하여 이 명목으
로 妻가 시달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나는 묻는다. 남
편 생전에 妻의 별장으로 옮겨 가져간 것을 공동상속재산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
는지, 그리고 유언의 문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자의 妻 측에서 항변할 수
있는지 말이다. 모데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해답한다. 망자가 자신의 집이나 妻
의 별장으로 옮긴 것을 그가 妻에게 先取物로서 귀속시키기를 원한 경우라면 왜
망자의 의사에 부응해서는 안 되는지 제시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妻는 유언자
의 의사가 그러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것
들 또한 남편의 상속재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D. 31.34.3. Modestinus libro

239) Treggiari (1991/ 2002) p.376

decimo responsorum Gaius Seius cum domum suam haberet et in praetorio uxoris
suae transtulisset, quasdam res de domo sua in eodem praetorio transtulit ibique post
multos dies decedens testamento uxorem suam heredem et alios complures reliquit.
Quo testamento significavit verba, quae infra scripta sunt: "In primis sciant heredes
mei nullam pecuniam esse penes uxorem meam, sed nec aliud quicquam: ideoque hoc
nomine eam inquietari nolo". Quaero, an ea, quae vivo eo in praetorio uxoris eius
translata sunt, communi hereditati vindicari possint et an secundum verba testamenti
praescribi coheredibus possit a parte uxoris defuncti. Modestinus respondit, si ea, quae
in domum seu praetorium uxoris defunctus transtulit, praecipua ad eam pertinere
voluit, nihil proponi, cur voluntate ipsius standum non sit. Necesse igitur habet mulier
talem voluntatem fuisse testatoris ostendere. Quod nisi fecerit, in hereditate mariti et
haec remanere opo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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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즉 자신은 부부간에 재산을 섞지 않도록 분리하고자 했다는 부분과
극단적 대비를 이룬다.
그러므로 투리아 부친의 상속재산은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에게 공동
상속된 뒤, 투리아 부부에 의해 공동 관리되고, 또 투리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각자의 재산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 3 절 투리아 재산의 이탈위기
1.

투리아의 이혼문제

Col. 2 (31)-(33)

(31) Diffidens fecunditati tuae [et do]lens orbitate mea, ne tenen[do in matrimonio]

당신은 당신의 가임능력을 깊이 의심하고서 나의 자식없음에 [괴로]워하여,
[내가] 당신과 혼인을 유지하기[에]
(32) te spem habendi liberos [dep]onerem atque eius caussa ess[em infelix, de
divertio]

자식을 얻는 희망을 [버]리고, 그래서 그 이유로 [내가 불행해질까봐, 당신은
이혼에 대해]
(33) elocuta es- vocuamque [do]mum alterius fecunditati t[e tradituram non alia]

얘기 했습니다. 당신은 임신이 가능한 다른 여인에게 텅 빈 [집]을 넘[기고자
하였으니, 다름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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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2 (40)-(41)
(40) Fatear necessest adeo me exa[rsi]sse ut excesserim mente, adeo [exhoruisse
cona-]

고백컨대, 나로서는 매우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
었으니, 당신의
(41) tus tuos ut vix redderer [mi]hi. Agitari divertia inter nos ...

시[도에 전율하여,] 거의 정신이 나갈 뻔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선 이혼이 논란
되었으며, ...

Col. 2 (44)-(50)
(44) Quae tanta mihi fuerit cu[pid]itas aut necessitas habendi li[beros, ut propterea]

자[손을] 얻고자하는 욕[구] 혹은 필요가 나에게 그다지도 커서, [그 때문에 내가]
(45) fidem exuerem, mutare[m c]erta dubiis?- Sed quid plura? [Coniunx
permansisti]

신의를 저버릴, 확[실]한 것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대체할 정도입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반려자로 계속 머물렀습니다,]
(46) aput me; neque enim ced[er]e tibi sine dedecore meo et co[mmuni infelici-]

우리 집에서 말입니다. 실로 나는 나의 수치와 우리 공[통의 불행]없이 당신에게
(47) tate poteram.

동조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48) Tibi vero quid memorabi[lius] quam inserviendo mihi o[peram dedisse te]

실로 당신에 대하여 이보다 [더] 기억할 만한 것은 없으니, 당신은 나를 섬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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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음먹기를,]
(49) ut quom ex te liberos ha[b]ere non possem,- per te tamen [haberem et diffi-]

비록 당신에게서 내가 자손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당신을 통해서
[얻도록,]
(50) dentia partus tui alteriu[s c]oniugio parares fecunditat[em?]

당신의 가임능력을 [불]신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합]으로 후[손들]을 준비
할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Col. 2 (31)-(33), (40)-(41), (44)-(50) 요지
col.2 (31)-(33): 투리아의 불임으로 인한 투리아의 이혼요청.
col.2 (40)-(41): 투리아의 이혼요청에 대한 남편의 분노.
col.2 (44)-(47): 남편의 이혼거부.
기원전 1세기까지는 수권혼으로 혼인한 여성에게는 이혼 권리가 없었지
만, 고전기 로마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이혼이 가능했다 . 혼인이 선의로
해소되는 사항으로는, 이혼, 사망, 두격 감소, 사제직과 불임, 노령과 병, 군
역 등 혼인이 원만히 지속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된다 . 하지만 일방적
240)

241)

240) Grubbs (2002/2010) p.187.

학설휘찬] 24.2.1. 혼인은 이혼,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사망, 포로됨, 기타 갑작스런
노예됨으로 인하여 종료된다. Dirimitur matrimonium divortio morte captivitate vel
alia contingente servitute utrius eorum. [학설휘찬] 24.1.60.1. 남편과 처 사이에 이
혼을 사유로 하는 증여는 허용된다. 실로 사제직 사유나 또한 불임 사유 때문에
도, Divortii causa donationes inter virum et uxorem concessae sunt: saepe enim
evenit, uti propter sacerdotium vel etiam sterilitatem. [학설휘찬] 24.1.61. 노령이나
질환 혹은 군역 등의 이유로 순조롭게 혼인이 유지 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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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건 합의이혼이건 간에 이혼에는 거의 제약이 없었다 . 일부일처체
를 고수하고 그리스도교와 같은 이념적 금기가 없던 만큼, 이혼의 자유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인의 이혼에 관해서는, 지배층의 이혼에
관한 소수의 문학작품이 전해지는 것 이외에는 법률자료만이 남아있다 .
col. 2 (31)-(33)에서 투리아는 자신의 가임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기술되지만, 사실 투리아의 불임여부는 불분명하다. col. 2 (31)-(55)의 해석
에 있어서, 투리아가 임신이 불가능했다는 설과 출산을 했으나 자식이 일
찍 사망했다는 설이 병립하기 때문이다 . 이 논쟁은 특히 col. 2 (53)행의
해석과 관련된다.
242)

243)

244)

생하기 때문이다.

매우 이른 시기로부터, 남편이 妻에게 이
혼을 청구하는 주된 원인은 간통과 기타 부정행위였다.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특
히 이혼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한 사안으로 언급된다. [학설휘찬] 24.2.2.pr. 그런
데 이혼(divortium)이라는 단어는 “다른 마음(diversitas mentium)”에서 그렇게 부른
다거나 또는 혼인을 해소하는 이들은 다른 방향을 향해(in diversas partes) 가기 때
문에서라고 한다. Divortium autem vel a diversitate mentium dictum est vel quia in
diversas partes eunt, qui distrahunt matrimonium. Grubbs (2002/2010) p.211에서,
Grubbs는 로마령 이집트에서의 호구조사에 의거하여 이혼의 빈번성을 주장하는
Bagnall-Frier (1994) pp.123-124의 주장을 소개한다.
243) Grubbs (2002/2010) p.187에서, Grubbs는 [학설휘찬]역시 ‘이혼과 파혼’ 관련 24.2
절(11항)은 ‘혼인’ 관련 23.2절 (68 항목)에 비해 매우 간략한 이유에 대해, 1-3세
기까지의 법조항들을 6세기 기독교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집하면서 당대
이용되지 않는 여러 항목들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44) Horsfall (1983) p.93, Osgood (2014) p.69에서, Osgood은 투리아의 임신 불가능성에
관해 논하며, 투리아가 이혼을 제안한 시점을 기원전 28년경으로 추정한다. 투리
아가 여성의 평균 혼인시점인 20세 전후에 혼인했고 그 시기가 카이사르의 사면
령이 행해진 기원전 48년이라고 할 때, 기원전 28년에 투리아는 40세가 되기 때
문이다. Soranus는 Gynaecia 1.34에서, 15-40세가 임신에 적합한 나이라고 설명한
다. Plinius NH 7.61. 참조. Hopkins (1983) p.320 n)86에 의하면, 여성의 최초 약혼
연령이 20-25세까지도 가능했다. 로마 여성의 혼인 연령에 관해서는 Shaw (1987),
로마 남성의 혼인 연령에 관해서는 Saller (1987) 참조.
242) Treggiari (1991/2002) pp.441-446,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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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구절을 “보충상속인이 될 딸(즉, 입양할 딸)을 여읜 상태
로...orbitat[e f]ilia mihi substituta”로 추정하여, 투리아 부부가 원래 딸이 있
었지만 사망했고(col. 2 (26)) 다시 한 명의 여성을 입양하여 보충상속인으
로 삼으려고 했으나, 실행 전에 투리아가 사망한 것으로 해석한다 .
Huschke는 “무자식인 나에게 당신이 나의 딸처럼 된 후에 ...orbitat[i f]ilia
mihi supstituta”로 추정하고, 투리아의 남편이 투리아와 假裝공매혼coemptio
matrimonii causa을 통해 투리아를 딸의 신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양한다
는 가설을 제시한다 . Wistrand는 Huschke의 노선을 견지하며, 그 예로
역사서술류 문헌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리비아를 유언장에서 입양한 전거
및 여러 전거를 제시한다 . 한편 Flach는 끊어 읽는 부분을 달리하여 구
문을 해석한다 . 그는 “(당신이) 딸로서 나를 계승했다면, 나는 무자식
상태에서 벗어났을 텐데 orbitat[e, f]ilia mihi substituta”로 해석하여
“orbitate”를 앞의 동사 “excederem”에 연결시킨다. col. 2 (67)에 의하면, 남
편은 투리아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이 진술은 수권혼을 통해 투리아가 딸의 위치로 가고, 남편이 무유언 상속
으로 사망할 때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Huschke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투리아가 사망 당시 수권혼으로 이미 변경한 상
태였는지 아니면 수권혼으로 변경하기 직전에 사망했는지는 이 비문 상으
Mommsen

245)

246)

247)

248)

몸젠은 col 2 (26)에 언급된 “자식들liberi”이란 표현
이 “딸”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 col 2 (53)에서 그들이 딸을 입양하려
던 사실을 들고 있다. 즉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딸을 입양했다는 것이다.

245) Mommsen (1864) p.463, p.478.

246) Huschke (1866) pp.174-176.
247) Wistrand (1976) pp.59-66. Tac. ann. 1.8.1.(Augusti) testamentum inlatum per virgines
Vestae Tiberium et Liviam heredes habuit. Livia in familiam Iuliam nomenque
Augustum adsumebatur; ..., Tac, ann. 1.14, Suet. Div. Aug.101.1.
248) Flach (1991)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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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알 수 없다.
“투리아 칭송” 비석의 추정연대가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라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이 부분은 또한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 제정목적은 불분명하지만 , 그 법의 내용
에 혼인 및 출산장려, 간통 및 혼외정사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카시우스 디오 나 수에토니우스 및 타키투스의 저술 을 통해 간접
적으로 보고된다. 그 법은 세 개의 법률로 구성되는데, 혼인신분들에 관한
율리우스 법Lex Julia de maritandis ordinibus (기원전 18년), 간통에 관한 율
리우스 법Lex Julia de adulteriis (기원전 18년), 파피우스 포파이우스 법Lex
Papia-Poppaea (기원후 9년)이다. 이 중 파피우스 포파이우스 법은 앞의 법
률들보다 27년 후에 제정된 것으로, 혼인신분들에 관한 율리우스 법의 몇
249)

250)

249)

251)

252)

이 법의 입법취지와 배경에 관해서는, 김덕수 (2013) pp.228-248. 참조.

250) Dio Cassius 54.16.1-2.
251) Suet.

황제전 아우구스투스 34: [34] Leges retractavit et quasdam ex integro sanxit,

ut sumptuariam et de adulteriis et de pudicitia, de ambitu, de maritandis ordinibus.
Hanc cum aliquanto severius quam ceteras emendasset, prae tumultu recusantium
perferre non potuit nisi adempta demum lenitave parte poenarum et vacatione trienni
data auctisque praemiis. Sic quoque abolitionem eius publico spectaculo pertinaciter
postulante equite, accitos Germanici liberos receptosque partim ad se partim in patris
gremium ostentavit, manu vultuque significans ne gravarentur imitari iuvenis
exemplum. Cumque etiam inmaturitate sponsarum et matrimoniorum crebra mutatione
vim legis eludi sentiret, tempus sponsas habendi coartavit, divortiis modum imposuit.

잠탈행위언급
252) Tac. ann. 3권

25: [25] Relatum dein de moderanda Papia Poppaea, quam senior

Augustus post Iulias rogationes incitandis caelibum poenis et augendo aerario
sanxerat. nec ideo coniugia et educationes liberum frequentabantur praevalida orbitate:
ceterum multitudo periclitantium gliscebat, cum omnis domus delatorum interpretationibus subverteretur, utque antehac flagitiis ita tunc legibus laborabatur. ea res
admonet ut de principiis iuris et quibus modis ad hanc multitudinem infinitam ac
varietatem legum perventum sit altius diss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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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항목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항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에 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다 .
Grubbs는 아우구스투스 혼인법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한다 . 그 중, 본
논문과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즉, 25-60세의 모든
로마남성시민과 20-50세의 모든 로마여성시민은 혼인해야 한다. 과부는 남
편사망이후 2년 내에 재혼해야 한다. 이혼여성은 18개월 이내에 재혼해야
한다. 이 시기에 혼인하지 않는 시민은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한 6촌 이외
의 사람들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증받을 수 없다. 혼인했으나 자식이 없
는 사람들은 1/2로 유증받으며, 부부간에는 1/10의 재산까지만 상속받는다.
혼인하여 자식을 세 명 이상 두었을 경우, 다자녀특권(ius (trium) liberorum)
을 얻는다. 다자녀특권을 얻은 남성은 관직임명에 우선권을 받으며 법정후
견인 임무를 면제받는다. 다자녀특권을 얻은 여성은 법률행위나 계약행위
에 있어 후견을 받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다자녀특권을 얻은 부부는 유언
장을 통해 서로에게 1/10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 게다가 독신인
253)

254)

255)

재인용.
254) Grubbs (2002/2010). p.84. Grubbs의 나머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원로원신분의
성원들(원로원 의원본인 및 그의 자식, 손자)은 노예였던 자와의 혼인이 금지된
다. 이런 혼인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 혼인(iustum matrimonium)으로 간주하지 않
으며, 아우구스투스의 법률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로원 신분에 속하
는 자와 배우와의 혼인은 금지된다. 모든 자유인에게는 창녀와 포주, 간통으로 법
정판결받은 자, 간통현장에서 잡힌 자와의 결혼이 금지된다. 3. 간통은 혼인한 여
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설법정에서 형벌을 받는다.
유죄판결시 섬으로 추방되거나 재산몰수가 행해지는바, 여성은 혼인지참재산의
1/2과 그 외 재산의 1/3이, 남성상대자는 재산의 1/2이 몰수된다. 음행(stuprum 불
법적인 성관계 일반)을 상당한 지위의 비혼녀와 행했을 경우, 간통법에 따라 처
벌한다; 이것은 성관계를 공적범죄행위로 처벌하는 최초의 규정이다. 공화정기
이러한 행위는 가부장이 주재하는 가문회의에서 결정하지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
았다. 김덕수 (2013) pp.228-248 참조.
253) Osgood (2014). pp.83-84. p.186 n) 115 Spagnuolo Vigorita (2010),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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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근친까지 없는 경우에는, 국가귀속이라는 결과가 마련되어 있었다 .
그러므로 아우구스투스 혼인법에 의하면, 남편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 남
편은 유증 및 기타 상속에 있어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울피아누스 초록]에는 이 법의 예외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256)

255)

하지만, 트라야누스 황제는 小 플리니우스와 수에토니우스같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한도제한에서 면제시켰다.
Plin. epist. X.2. C. PLINIUS TRAIANO IMPERATORI 1 Exprimere, domine, verbis
non possum, quantum mihi gaudium attuleris, quod me dignum putasti iure trium
liberorum. Quamvis enim Iuli Serviani, optimi viri tuique amantissimi, precibus
indulseris, tamen etiam ex rescripto intellego libentius hoc ei te praestitisse, quia pro
me rogabat. 2 Videor ergo summam voti mei consecutus, cum inter initia felicissimi
principatus tui probaveris me ad peculiarem indulgentiam tuam pertinere; eoque magis
liberos concupisco, quos habere etiam illo tristissimo saeculo volui, sicut potes duobus
matrimoniis meis credere. 3 Sed di melius, qui omnia integra bonitati tuae reservarunt;
malui hoc potius tempore me patrem fieri, quo futurus essem et securus et felix.
Plin. epist. X.94-5.C. PLINIUS TRAIANO IMPERATORI 1 Suetonium Tranquillum,
probissimum honestissimum eruditissimum virum, et mores eius secutus et studia iam
pridem, domine, in contubernium assumpsi, tantoque magis diligere coepi quanto nunc
propius inspexi. 2 Huic ius trium liberorum necessarium faciunt duae causae; nam et
iudicia

amicorum

promeretur

et

parum

felix

matrimonium

expertus

est,

impetrandumque a bonitate tua per nos habet quod illi fortunae malignitas denegavit.
3 Scio, domine, quantum beneficium petam, sed peto a te cuius in omnibus desideriis
meis indulgentiam experior. Potes enim colligere quanto opere cupiam, quod non
rogarem absens si mediocriter cuperem. 95 TRAIANUS PLINIO Quam parce haec
beneficia tribuam, utique, mi Secunde carissime, haeret tibi, cum etiam in senatu
affirmare soleam non excessisse me numerum, quem apud amplissimum ordinem
suffecturum mihi professus sum. Tuo tamen desiderio subscripsi et dedisse me ius
trium

liberorum

Suetonio

Tranquillo

ea

condicione,

commentarios meos iussi.; Cf. CIL VI.1877, XI.6354.

qua

assuevi,

referri

in

는 아우구스투스 혼인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법이 상
속대상이 되는 근친의 범위를 확실히 제한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256) Tac. ann. 3.25. Treggi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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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피아누스 초록] 15.1-2, 16.1

257)

부부는 서로 간에 혼인 명목으로 1/10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혼인에
서 얻은 자식이 살아 있다면, 혼인 명목의 1/10을 제외하고도 자식 수에 따라 그
만큼의 1/10씩을 얻는다. 15.2. 또, 그들 사이에 공동의 아들이나 딸이 한 명 있었
으나 이름을 지은 후 여읜 경우, 1/10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이름을 지은 뒤 여읜
자식이 두 명일 경우, 2/10가 덧붙여진다.
16.1. 어떤 경우는 부부는 상호 간에 상대방의 전 재산을 취할 수 있는바, 예를
들어, 그들 모두가 혹은 그들 중의 한 명이 법이 정한 출산연령이 아직 아닌 때,
즉, 남성은 25세 미만, 여성은 20세 미만일 경우; 또, 부부 모두가 파피우스 법에
정한 연령한계를 혼인 상태로 넘긴 때, 즉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인 경우; 또
6촌 이내의 혈족이면서 서로 혼인한 경우...
15.1.

울피아누스 초록] 16.1에 의거한다면, 불임이 투리아와 투리아의 남편
간의 재산상속에 미치는 불이익은 사라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col.1
(28)에서 제시되듯이 , 그들은 41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여성
[

258)

257) Tit. Ulp. 15.1. Vir et uxor inter se matrimonii nomine decimam capere possunt. Quod
si ex alio matrimonio liberos superstites habeant, praeter decimam, quam matrimonii
nomine capiunt, totidem decimas pro numero 15.2. Item communis filius filiave post
nominum diem amissus amissave unam decimam adicit; duo autem post nominum
diem amissi duas decimas adiciunt. 16.1. Aliquando vir et uxor inter se solidum
capere possunt, velut si uterque vel alteruter eorum nondum eius aetatis sunt, a qua
lex liberos exigit, id est si vir minor annorum xxv sit, aut uxor annorum xx minor;
item si utrique lege Papia finitos annos in matrimonio excesserint, id est vir LX
annos, uxor L; item si cognati inter se coierint usque ad sextum gradum...
258) col. (28) nobis ut ad annum XXXXI sine offensa perduceretur. Utinam vetust[a

왠고하니, 우리는 거의 40년간을 충돌 없이 지내왔기 때문입니
다. 오래된 공동 운명은
coniunctio h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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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인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이고, 특히 투리아가 혼인 이전에 부친의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과 통상 남편의 혼인 연령이 더 높은 점을 감
안할 때, 예외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투리아와 투리아
남편 간에 공동의 자식이 있었지만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 [울피아누
스 초록] 15.2에 의거한다면,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에 근거한 부부간 상
속의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한다.
한편, 이혼이 발생할 경우의 재산이동문제는 주로 혼인지참재산의 반환
과 관련된다. 이혼에 이혼문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아있
는 이혼문서를 살펴봄으로써, 이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파피루스 문서들은, Dura Europos에서 발견된 기원후 3세기에
작성된 두 개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로마령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
로마령 이집트의 경우, 특히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인 기원전 13년 알렉산
드리아에서 체결된 세 개의 이혼관련문서가 Protarchos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 중 이혼합의문서synkhoresis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바, 이
혼합의에 참가한 사람들 소개, 혼인지참재산반환, 합의사항 준수의 순으로
되어있으며, 당시 이혼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이 혼인지참재산의 반환문제
였음을 알 수 있다 .
259)

260)

261)

BGU IV.1102262)

프로타르코스 에게 삼바티온의 딸 아폴로니아와 그녀의 후견인인 외삼촌 헤라
259) Horsfall (1983) pp.93-94.
260)

로마의 높은 영아사망률에 관해서는 Frier (1994) 참조.

261) Grubbs (2002/2010) pp.210-218.
262) BGU IV.1102.

이다.

이 번역은 Grubbs (2002/2010) pp.211-212, Grubbs의 번역을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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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데스의 아들 헤라클레이데스와 아르케게테스 분구 출신 헤르모게네스
의 아들 헤르모게네스가.
아폴로니아와 헤르모게네스는 승인하는바, 그들은 동일한 법정에서 카이사르
의 13번째 해 Parmouthi달에 행했던 혼인계약에 의한 결합으로부터 분리되었
다. 아폴로니아는 헤르모게네스의 집에서 헤르모게네스사 그녀의 부모인 삼바
티온과 이레네로부터 혼인지참재산 명목으로 약정에 따라 받았던 은 60 드라크
마를 헤르모게네스로부터 되돌려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지금부터 그들의
혼인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는바, 아폴로니아나 기타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
헤르모게네스에게 혼인지참재산의 반환에 대해 청구할 수 없으며, 그들은 지
금까지 있었던 그들의 혼인이나 기타 사안에 있어 서로를 상대로 어떤 법정 소
송도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 아폴로니아는 다른 남성과, 헤르모게네스는
다른 여성과 혼인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양편은 고소당하지 않는다.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다.
카이사르의 7번째 해, Phamenoth달 제 14일.

로마고전기 법에서 혼인지참재산dos은 혼인에 필수적인 구성사항은 아
니었지만 혼인이 합법적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

학설휘찬] 23.3.3.

263)

혼인지참재산이라는 명칭은 성립이 불가한 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로
혼인이 없으면 혼인지참재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혼인이라 부를 수 없
는 경우에는 언제나 혼인지참재산도 없다.
263) D. 23.3.3. Dotis appellatio non refertur ad ea matrimonia, quae consistere non possunt:
neque enim dos sine matrimonio esse potest. Ubicumque igitur matrimonii nomen non
est, nec dos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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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참재산은 법률적 맥락에서는 가문 간 재산이동을 의미하며 , 실
질적으로는 혼인기간 妻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자산으로서, 혼인이 종료
될 경우를 대비하는 妻의 자산이기도 하다 . 혼인지참재산은 그 출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성의 父나 부계혈족이 제공하는 內來
혼인지참재산profecticia과 타인이 제공하는 외래혼인지참재산adventicia이
그것이다 .
264)

265)

266)

264) Gardner (1986) p.449.
265) Treggiari (1991/ 2002) p.323.
266) D. 23.3.5.pr. Profecticia dos est, quae a patre vel parente profecta est de bonis vel
facto eius. Treggiari (1991/2002) p.350. n)153.

참조.

tit.Ulp.6.3. Dos aut profecticia dicitur, id est, quam pater mulieris dedit: aut

외래혼인지참재산의 예로, 플리니
우스가 친구 딸의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한 일화를 들 수 있다. 플리니우스 [편지]
VI 32 1-2. 가이우스 플리니우스가 친구 퀸틸리아누스에게 1. 비록 당신은 매우
검소한 사람이지만, 당신의 딸을 조부인 투틸리우스에 걸맞게 키웠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체 높은 노니우스 켈레르와 혼인할 것인바, 그에게는 공
공 의무에 상응하는 광채가 필수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랑의 품격
에 맞는 의복을 장만해야 하는바, 그것들이 비록 존귀함을 높이지는 못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장식하고 꾸미니 말입니다. 2. 저는 당신의 심성은 지
극히 훌륭하지만, 재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담
중 일부를 제가 지도록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대부가 되어 제 여식에게 주
는 것처럼 50000 눔무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더 제공했을 수도 있었지만, 당신이
거절하지 않게끔 이 약소한 선물만을 당신의 자존심에 청할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안녕히. C. PLINIUS QUINTILIANO SUO S. 1
adventicia, id est, ea, quae a quovis alio data est.

Quamvis et ipse sis continentissimus, et filiam tuam ita institueris ut decebat tuam
filiam, Tutili neptem, cum tamen sit nuptura honestissimo viro Nonio Celeri, cui ratio
civilium

officiorum

necessitatem

quandam

nitoris

imponit,

debet

secundum

condicionem mariti <uti> veste comitatu, quibus non quidem augetur dignitas, ornatur
tamen et instruitur. 2 Te porro animo beatissimum, modicum facultatibus scio. Itaque
partem oneris tui mihi vindico, et tamquam parens alter puellae nostrae confero
quinquaginta milia nummum, plus collaturus, nisi a verecundia tua sola mediocr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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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휘찬] 23.3.5.pr.

內來혼인지참재산이란 父나 그 윗대 할아버지의 재산이나 父의 행위에서 유
래한 혼인지참재산이다.
[

울피아누스 초록] 6.3.

혼인지참재산은 內來혼인지참재산- 즉 처의 父가 제공한 것 ― 이라고 지칭되
거나, 또는 외래혼인지참재산- 즉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 ― 이라고 지
칭된다.

투리아 칭송” 비문 col.1 (50)-(51)에서도 언급되듯이(honori nos duxisse),
특히 후자는 제공자의 명망을 높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혼인지참재산은
혼인 시 남편에게 인도되며,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은 남편에게 귀속된
다 . 혼인이 종료될 경우, 외래혼인지참재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

267)

268)

에
서, Saller는 Duncan-Johns (1974) p.28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플리니우스가 이 문
맥에서 혼인지참재산dos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상 확실히
혼인지참재산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267) Dem. peri; tou` stephavnou 18.268. 공적 영역에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바, 잘 나누고 , 사교적이고, 약자들을
돕는 사람인즉,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증거를 대지도 않겠는바, 전쟁에
서 내가 해방시킨 사람들 중 어떤 이도, 내가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한 사람들의
딸도, 이러한 일들에 관한 어떤 것도 말입니다.
268) [학설휘찬] 23.3.7.3. 혼인지참재산으로 물건이 주어진 경우, 사견으로는, 남편의
재산 중에 놓이고, (전용취득과 관련하여) 妻의 점유기간이 남편에게 합산되는
것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한편, 혼인 중에 혼인지참재산으로 주어진 물건은 남
편의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만일 혼인 전에 주어진다면, 어떠한가? 즉시 남편의
것이 되는 방식으로 부인이 주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혼인할
때 그렇게 된다는 조건으로 준 경우라면, 확실히 혼인이 이루어진 후에 남편의
것으로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가령 혼인파기문기가 보내져서 혼인이 성
munusculi impetrari posse confiderem, ne recusares. Vale. Saller (1984) p.200, 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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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귀속되고, 內來혼인지참재산은 원칙적으로 妻家에 반환된다 .
이미 기원전 230년 제기된 Sp. Carvilius Ruga의 이혼소송에서, 妻의 혼인지
참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려 하는 남편에 관한 일화를 살펴볼 수 있다 .
혼인지참재산은 또한 妻의 사망 시, 妻의 장례식비용으로도 충당된다 .
269)

270)

271)

사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여성은 혼인지참재산을 즉시 남편의 것이 되는 것으로
준 경우라면, 그녀는 혼인파기문기가 보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당이득반환 청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로 만일 혼인이 성사하면 혼인지참재산이 남편의 것
이 되기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준 경우에는, 혼인파기문기가 보내진 즉시 그것들
을 소유물반환 청구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파기문기가 송부전에 소유물반환 청구
한다면, 소유물반환청구자에게 혹은 악의의 항변, 혹은 사실 항변이 불리할 수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인지참재산으로 약정된 것은 소유물반환청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Si res in dote dentur, puto in bonis mariti fieri accessionemque temporis
marito ex persona mulieris concedendam. Fiunt autem res mariti, si constante
matrimonio in dotem dentur. Quid ergo, si ante matrimonium? Si quidem sic dedit
mulier, ut statim eius fiant, efficiuntur: enimvero si hac condicione dedit, ut tunc
efficiantur, cum nupserit, sine dubio dicemus tunc eius fieri, cum nuptiae fuerint
secutae. Proinde si forte nuptiae non sequantur nuntio remisso, si quidem sic dedit
mulier, ut statim viri res fiant, condicere eas debebit misso nuntio: enimvero si sic
dedit, ut secutis nuptiis incipiant esse, nuntio remisso statim eas vindicabit. Sed ante
nuntium remissum si vindicabit, exceptio poterit nocere vindicanti aut doli aut in

는 바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accesssio temporis란 점유를 승계한 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자신의 점유기
간에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안은 자기 소유 물건이 아직 아니고 점용취득
기간이 진행 중인 물건을 혼인지참재산으로 내어 놓은 경우이다. 우리 민법 제
199조 참조. (최병조 논평)*
269) 본 논문 3장3절1 참조. Treggiari (1991/2002) pp.327-9 n)19.
factum: doti enim destinata non debebunt vindicari. *in bonis esse

270) Watson (1965), Gellius 4.3.1-2.

학설휘찬] 11.7.16. 혼인지참재산 명목으로 어
떤 것을 취득하는 자를 상대로 법정관은 葬禮費求償訴權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옛법률가들은 이것이 가장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바, 여성이 마치 자신의 재
산으로 하는 양 혼인지참재산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과 여인의 사망으로 혼인지
참재산으로 이득을 자가, 여인의 아버지이든 남편이든, 장례에 出捐해야만 한다

271) Treggiari (1991/ 2002) p.338, p.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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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참재산의 양에 관해서는 지위와 재산에 따른 지침이 존재한다
는 것 말이다.

272).

In eum, ad quem dotis nomine quid pervenerit, dat praetor funerariam

actionem: aequissimum enim visum est veteribus mulieres quasi de patrimoniis suis ita
de dotibus funerari et eum, qui morte mulieris dotem lucratur, in funus conferre
debere, sive pater mulieris est sive maritus.
[

학설휘찬]

11.7.18.

실로 장례비용은 혼인지참재산으로 갚아야하는 채무이다.

impensa enim funeris aes alienum dotis est:

학설휘찬] 11.20.1. 남편이 혼인지참재산이라는 이득을 얻는 경우, 그는 장례비구
상소권으로 제소될 것이지만, 父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즉 혼인지참
재산이 매우 적어서 장례비용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사견으로는 나머지 비용에
대해 父를 상대로 하는 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Si maritus lucratur dotem,
[

convenietur funeraria, pater autem non. Sed in hunc casum puto, si dos, quia
permodica fuit, in funus non sufficit, in superfluum in patrem debere actionem dari.

학설휘찬] 32.43. 父가 딸에게 혼인지참재산이 후견인의 재량 하에 제공되도록
명했을 경우, 투베로(주활동시기 기원전 50-10년)는 선량인의 재정 하에 유증이
행해진 것과 같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라베오는 묻는다. 어떤 딸에게, 얼마만
큼의 혼인지참재산이 선량인의 재정 하에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밝힐 것인지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바,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의 지위와
재력과 자식의 수에 따라 그것을 평가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Si filiae pater dotem

272) [

arbitratu tutorum dari iussisset, Tubero perinde hoc habendum ait ac si viri boni
arbitratu legatum sit. Labeo quaerit, quemadmodum apparet, quantam dotem cuiusque
filiae boni viri arbitratu constitui oportet: ait id non esse difficile ex dignitate, ex
facultatibus, ex numero liberorum testamentum facientis aestimare.
VM 4.4.10. 4.4.10 Itaque, cum secundo Punico bello Cn. Scipio ex Hispania senatui
scripsisset petens ut sibi successor mitteretur, quia filiam uirginem adultae iam aetatis
haberet, neque ei sine se dos expediri posset, senatus, ne res publica bono duce
careret, patris sibi partes desumpsit consilioque uxoris ac propinquorum Scipionis
constituta dote summam eius ex aerario erogauit ac puellam nuptum dedit. dotis
modus xl milia aeris fuit, quo non solum humanitas patrum conscriptorum, sed etiam
habitus ueterum patrimoniorum cognosci potest: namque adeo fuerunt arta, ut Tuccia
Caesonis filia maximam dotem ad uirum x aeris attulisse uisa sit, et Megullia, quia
cum quinquaginta milibus aeris mariti domum intrauit, Dotatae cognomen inuenerit.
idem senatus Fabricii Luscini Scipionisque filias ab indotatis nuptiis liberalitate sua
uindicauit, quoniam paternae hereditati praeter opimam gloriam nihil erat qu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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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참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항목 역시 존재한다 . 원래 수권혼
에서, 여성은 혼인 시 일종의 상속재산으로서 자신 몫으로 가문의 재산을
분할 받은 후, 그것을 남편의 집안에 귀속시켰다 . 그러나 점차 수권혼이
사라지면서, 혼인지참재산 역시 남편의 집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
킬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겨지고, 혼인지참재산의 규모는 점차 방대해진
다 . 여성의 권리가 법적으로 여하할지라도, 막대한 혼인지참재산을 소
유한 여성은 사실상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여성은 혼인지참재산을 발판으로 재혼할 수 있었는바, 비록 여전히 일부종
사univira의 이상이 남아있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재혼이 늘어난다 . 기
원전 1세기 중반 신 법학의 창시자 Servius Sulficius Rufus역시 혼인지참재
273)

274)

275)

276)

277)

acceptum referrent. Saller (1984) p. 200, Treggiari p.342 n) 96, n)101.

학설휘찬] 23.3.17.pr. 혼인지참재산에 속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남편은 악의뿐 아니라 過失까지도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
신의 이익으로 혼인지참재산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편은 자기재산과 동
일한 만큼의 주의의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D. 23.3.17.pr. In rebus dotalibus

273) Treggiari (1991/ 2002) p.327 n)24,

[

virum praestare oportet tam dolum quam culpam, quia causa sua dotem accipit: sed
etiam diligentiam praestabit, quam in suis rebus exhibet. Treggiari (1991/2002)

에서, Treggiari는 혼인시 남편이 아내의 혼인지참재산을 관리하고 책임
지는 의무onera matrimonii라는 개념이 이미 공화정기나 원수정기에 존재했다는
점을 Francois Dumont의 설명에 근거하여 추론한다. Treggiari (1991/2002)
pp.332-334 n)58 참조. Supplementum ad Othonis Lenel Palingenesiam iuris civilis ad
fidem papyrorum xxii no.24a (p.12) 재인용.
pp.332-334

274) Treggiari (1991/ 2002) p.324, p.362.
275) Treggiari (1991/ 2002) p.361.
276) Treggiari (1991/2002) pp.329-330 n) 32

참조. Winterbottom decl. min. 301.20.

Cic.

pro Scauro.
277) Treggiari (1992/2002) p.325, pp.328-329 Aemilius Paullus; Polyb. 32.8, Liv. Epit. 46

참조. Saller (1984) p.197, p.203 n) 40. Humbert (1972) pp.76-112. Humbert는 재혼
과 동시에 자식양육에 대한 배려와 관련하여 혼인지참재산반환의 중요성에 주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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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한 저술de dotibus을 남긴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 Gellius에 의하면, 카토 역시 이 사안에 관한 연
설을 남겼다고 하나, 현재 전승되지 않는다 . Apuleius의 [변론] 역시 혼
인지참재산의 반환에 관한 쟁송을 다루고 있다 .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278)

279)

280)

278) Corbett (1929) pp.179 ff., Saller (1984) p.197, n)11, Treggiari (1991/2002) p.332, C.
Top. 66. In omnibus igitur eis iudiciis, in quibus ex fide bona est additum, ubi vero
etiam ut inter bonos bene agier oportet, in primisque in arbitrio rei uxoriae, in quo est
quod eius aequius melius, parati eis esse debent. Illi dolum malum, illi fidem bonam,
illi aequum bonum, illi quid socium socio, quid eum qui negotia aliena curasset ei
cuius ea negotia fuissent, quid eum qui mandasset, eumve cui mandatum esset,
alterum alteri praestare oporteret, quid virum uxori, quid uxorem viro tradiderunt.
Licebit igitur diligenter argumentorum cognitis locis non modo oratoribus et
philosophis, sed iuris etiam peritis copiose de consultationibus suis disputare.
Cic. Off. 3.61. Quod si Aquiliana definitio vera est, ex omni vita simulatio
dissimulatioque tollenda est. Ita nec ut emat melius nec ut vendat quicquam simulabit
aut dissimulabit vir bonus. Atque iste dolus malus et legibus erat vindicatus, ut tutela
duodecim tabulis, circumscriptio adulescentium lege Plaetoria et sine lege iudiciis, in
quibus additur ex fide bona. Reliquorum autem iudiciorum haec verba maxime
excellunt: in arbitrio rei uxoriae melivs aeqvivs, in fiducia vt inter bonos bene agier.
Quid ergo? aut in eo, qvod melivs aeqvivs, potest ulla pars inesse fraudis? aut cum
dicitur inter bonos bene agier, quicquam agi dolose aut malitiose potest? Dolus autem
malus in simulatione, ut ait Aquilius, continetur. Tollendum est igitur ex rebus
contrahendis omne mendacium. Non inlicitatorem venditor, non qui contra se liceatur
emptor apponet. Uterque si ad eloquendum venerit, non plus quam semel eloquetur.
279) Treggiari (1991/2002) p.325 n) 8, p.332 n) 53

참조. Gellius 10.23.4 de dote

4. Verba

Marci Catonis adscripsi ex oratione, quae inscribitur de dote, in qua id quoque
scriptum est in adulterio uxores deprehensas ius fuisse maritis necare: "Vir" inquit
"cum divortium fecit, mulieri iudex pro censore est, imperium, quod videtur, habet, si
quid perverse taetreque factum est a muliere; multatur, si vinum bibit; si cum alieno
viro probri quid fecit, condemnatur."

저들 자신이 여성의 외모와 연령을 비난하고, 오히려 저에
게 흠을 덮어씌우는바, 탐욕에 눈이 멀어 그런 사람을 부인으로 취했고 처음 만
났을 때부터 이미 막대한 그리고 풍부한 혼인지참재산을 낚아챘다는 것입니다.

280) Apul. Apologia 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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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참재산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제한했는바,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일
지라도, 妻의 혼인지참재산에 속하는 이탈리아 내의 토지를 매도할 권리가
남편에게서 박탈되었다.
가이우스 [법학원론] 2.63

281)

왜냐하면 혼인지참재산인 부동산은 妻가 원치 않을 경우 율리우스 법에 의해
남편은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혼인지참재산 명목으로
이에 덧붙여, 막시무스여, 긴 연설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내 목표가 아닙
니다. 최고로 명백한 문서 자체가 얘기하는데, 말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문서
에는, 저들 자신의 탐욕에 기인하여 저들이 나에게 까지 미루어 추론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인바, 당신은 모든 사안이 현재 실행되었고 또 미래에 대한 대책임을
파악합니다. 자 ,먼저 매우 부유한 부인의 간소한 혼인지참재산이 제공된 것이 아
니라 <약속되었다>는 점: 이것을 제외하고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덧붙여졌는바,
나와의 사이에서 아무 자식도 얻지 못한 채 사망할 경우, 모든 혼인지참재산은
그녀의 아들인 폰티아누스와 푸덴스에게 남겨지며, 그렇지 않고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한명이라도 남겨놓고 사망할 경우, 혼인지참재산을 양분하여 반은 나중에
얻은 자식에게, 나머지는 전에 얻은 자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5) Formam
(6)

mulieris et aetatem ipsi ultro improbauerunt idque mihi uitio dederunt, talem uxorem
causa auaritiae concupisse atque adeo primo dotem in congressu grandem et uberem
rapuisse. (6) Ad haec, Maxime, longa oratione fatigare te non est consilium. Nihil
uerbis opus est, cum multo disertius ipsae tabulae loquantur, in quibus omnia contra
quam isti ex sua rapacitate de me quoque coniectauerunt facta impraesentiarum et
prouisa in posterum deprehendis: (7) iam primum mulieris locupletissimae modicam
dotem neque eam datam, sed tantum modo <promissam>; (8) praeter haec ea
condicione factam coniunctionem, nullis ex me susceptis liberis <si> uita demigrasset,
uti dos omnis apud filios eius Pontianum et Pudentem maneret, sin uero uno unaue
superstite diem suum obisset, uti tum diuidua pars dotis posteriori filio, reliqua
prioribus cederet...
281) G.2.63. Nam dotale praedium maritus inuita muliere per legem Iuliam prohibetur
alienare, quamuis ipsius sit uel mancipatum ei dotis causa uel in iure cessum uel
usucaptum. quod quidem ius utrum ad Italica tantum praedia an etiam ad prouincialia
pertineat, dubitatur. Treggiari (1991/2002)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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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악취행위로 양도되어, 또는 법정양여되어, 또는 점용취득되어 남편자
신의 소유라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법이 이탈리아 내의 토지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속주의 토지에까지 적용되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혼인지참재산의 관리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종전에는 남편이 혼인
지참재산을 운용하여 妻의 생활자금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에는 여성이 자신의 혼인지참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향이 늘게 되었다 .
282)

학설휘찬] 23.3.12.1.파울루스 [고시주해] 제 35권. 혼
인 전 혹은 혼인 후에 체결되곤 하는 합약 중 한 종류는 의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약속한 혼인지참재산으로 妻가 스스로를 부양하므로 혼인이 유지되
는 동안 혼인지참재산을 그녀에게서 소구하지 않거나, 혹은 확정 금액을 남편에
게 제공하고 남편에게 부양받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것들이 있다. 다른
한 종류는 법적 규율에 관련된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언제 혼인지참재산을 소구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 같은 것이며, 이것들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혼인지참재산을 전혀 소구하
지 않는 것으로 합약할 경우, 그녀는 혼인지참재산이 없는 妻가 될 것이다. Ex

282) Treggiari (1991/2002) p.336, [

pactis conventis, quae ante nuptias vel post nuptias interponi solent, alia ad
voluntatem pertinent, ut mulier dote promissa se alat et donec nupta sit dos ab ea non
petatur, aut certam summam viro praestet et ab eo alatur, et his similia: alia ad ius
pertinent, veluti quando dos petatur, quemadmodum reddatur, in quibus non semper
voluntas contrahentium servatur. ceterum si convenerit, ne omnino dos petatur,

학설휘찬] 24.1.21.1. 妻가 남편에게 혼인지참재산 및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약속한 경우, 확실히 이자도 소구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혼인생활의 비용 부담조로 청구되므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남편이 그것들을 청구하기를 妻에 대해 포기하면 어떠한가? 그것은 불허
되는 증여인가?하는 동일한 질문일 것이다. 율리아누스도 그것이 옳다고 했을 것
이다. 참으로 妻가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람들을 급양하기로 합의하고, 그래서 남편
이 妻가 자신과 자기 사람들을 부양하도록 그녀가 자신의 혼인지참재산에서 수
익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실로 사견으로는, 妻에게서 증여된 것
인 양 그것이 청구되는 것은 불가능한바, 그것은 상호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Si
indotata erit mulier. [

- 120 -

혼인지참재산은, 특별히 혼인지참재산우대favor dotium 명목으로 법률상
우선적으로 보호받았다 . Gnaeus Calpurnius Piso에 대한 원로원의결이
283)

uxor viro dotem promiserit et dotis usuras, sine dubio dicendum est peti usuras posse,
quia non est ista donatio, cum pro oneribus matrimonii petantur. Quid tamen, si
maritus uxori petitionem earum remiserit? Eadem erit quaestio, an donatio sit illicita:
et Iulianus hoc diceret: quod verum est. Plane si convenerat, uti se mulier pasceret
suosque homines, <et> idcirco passus est eam dote sua frui, ut se suosque aleret,
expeditum erit: puto enim non posse ab ea peti quasi donatum, quod compensatum
est.

학설휘찬] 24.3.1. 혼인지참재산에 관한 사안은 언제 어디서나 우선된다. 왜냐하
면 후손을 생산하고 자손들로 국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혼인지참재산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므로, 여성들에게 혼인지참재산이 확보되는 것이 공적인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Dotium causa semper et ubique praecipua est: nam et

283) [

publice interest dotes mulieribus conservari, cum dotatas esse feminas ad subolem
procreandam replendamque liberis civitatem maxime sit necessarium.

학설휘찬] 10.2.46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 7권 남편이 부친에 의해 조건부
로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부인의 [혼인지참재산]<처재산>*반환 소송은 잠정적
으로 流動상태이다. 참으로 시부의 사망 이후에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비록
상속인지정 조건이 아직 유동적이더라도, 혼인지참재산명목의 유산선취분의 여
지가 있어야 한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친이 사망한 경우, 어떤 것들은 비록
그가 상속인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아들에게 속하게 되는바, 예를 들자면 혼인, 자
식, 후견직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혼인지참재산 역시 부친의 사망 이후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을 인수한 자가 선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스카이볼라 역시 그
렇다고 여겼다. Si maritus sub condicione a patre heres institutus sit, interim uxoris
[

[de dote]<rei uxoriae Lenel> actionem pendere. Plane si post mortem soceri divortium
factum sit, quamvis pendente condicione institutionis dicendum est praeceptioni dotis
locum esse, quia mortuo patre quaedam filios sequuntur etiam antequam fiant heredes,
ut matrimonium, ut liberi, ut tutela. Igitur et dotem praecipere debet qui onus
matrimonii post mortem patris sustinuit: et ita Scaevolae quoque nostro visum est.

학설휘찬] 17.2.65.16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 32권 (전재산조합의) 조합원 중 일
인이 남편이고 혼인이 유지되는 중에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혼인지참재산을
남편은 선취분으로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을 지
는 사람에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혼인이 해소된 후에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혼인지참재산은 같은 날 수령되어야만 하고, 그날 또한 (妻에
[

- 121 -

보여주는바,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지만, 몰수된 재산은 다시 그의 아들에
게, 그 중 반은 손녀에게 반환된다. 특히 후자에게 반환되는 주된 이유는
피소가 그 재산을 손녀의 혼인지참재산으로 약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
284)

피소 父에 관한 원로원의결SC. de Pisone Patre 90-105

285).

게) 지급되어야만 한다. Si unus ex sociis maritus sit et distrahatur societas manente
matrimonio, dotem maritus praecipere debet, quia apud eum esse debet qui onera
sustinet: quod si iam dissoluto matrimonio societas distrahatur, eadem die recipienda
est dos, qua et solvi debet.

학설휘찬] 48.20.8.4. 딸의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했던 부친이 유책판결 받는 경우,
국고에게는 그 혼인지참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심지어 딸이 그 후에 혼인생활
중 사망하더라도 그러하다. Si condemnatur pater, qui dotem pro filia dedit, fisco in

284) [

eam dotem ius non est, etiamsi postea in matrimonio filia moriatur.

학설휘찬] 48.20.10. pr. 부친이 딸을 위해 혼인지참재산을 약속한 후, 유책판결
받는 경우에도 ,남편은 부친의 재산 중에서 혼인지참재산 상당 분을 국고에 청구
한다. Etiam si pater, cum pro filia dotem promisisset, condemnatur, vir eam ex bonis
[

eius a fisco petit.

안희돈(2009) p.204에서, 안희돈은 이 부분에 대해 “원로원은 피소의 재산을 몰수
하여 그의 아들과 손녀에게 황제와 원로원의 이름으로 유산과 혼인 지참금으로
재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황제와 원로원이 피소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과
그의 가문내에서 가부장(pater familias)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
석한다. 그러나 혼인지참재산은 이미 피소가 지정해 놓은 것으로서, 황제와 원로
원이 피소의 몰수 재산을 갖고 재분배한 것이 아니다. 혼인지참재산에 대한 우대
나, 위에 인용한 부친의 유책판결과 관련된 [학설휘찬]의 개소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은 황제와 원로원이 가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법질서인 혼인지참재산과 관련된 법조항을 보존하고 준
수하는 황제와 원로원의 모습을 부각한다.
285) SC. de Pisone Patre 90-105. 90 ...item senatum, memorem clementiae suae ius/
titiạẹq(ue) (vacat) <atq(ue)> animi magnitudinis, quas virtutes qu om

a maioribus

suis acce/pisset, tum praecipue ab divo Aug(usto) et Ti. Caesare Aug(usto)
principibus

suis

didicisset,/

ex

bonis

Cn.

Pisonis

patris

publicatis

aequom

humanumq(ue) censere, filio eius/ Pisoni maiori, de quo nihil esset dictum, qui
principis nostri q(uaestor) fuisset, quem/ 95 Germanicus quoq(ue) (vacat) liberalitate

- 122 -

또한 원로원은 본래의 관용과 정의<와> 관후함을 상기하는바, 이 덕들은 조
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인 동시에 신황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두 황제로부터 배운 것으로, 그나이우스 피소의 몰수재산에 관
한 공정하고 배려 깊은 제안을 결의하였다. 피소의 아들에 관해서는 어떤 명령
도 내려지지 않았는바, 그는 우리 황제의 법정관을 역임하였고, 95 게르마니쿠
스 역시 아량을 갖고 충분히 포상하였는바, 그(아들 피소)는 절제에 대한 무수
한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니, 상기 사실에 기해 그가 그의 부친과는 상이하리라
는 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황제와 원로원의 이름으로 그에게 재산의 1/2을 혜
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덕에 보답해야 하는바, 그가 부친의 이름을 바꾼다면,
그는 바르고 경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일 것이다. 100 더 나아가 원로원은 마르
쿠스 피소에 대한 황제의 배려와 관대함에 동의하여 그가 면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어떤 손상도 없이 그를 더 잘 배려하기 위해, 원로원은 부친의 상
속재산의 나머지 1/2이 그에게 혜시되어야 한다고 결의하는바, 원로원 의결에
의해 몰수되고 저들에게서 압수된 모든 재산가운데, 1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혼인지참재산 명목으로 그나이우스 피소의 딸 칼푸르니아에게 , 105 마찬가지
로 400만세스테르티우스를 (그녀에게) 특유재산 명목으로 주어지도록 하라.
90

sua honorasset, qui complura modest{est}iae/ suae posuisset pignora, {quem
Germanicus

quoq(ue)

liberalitate

sua

honorasset}/

ex quibus

sperari posset,

dissimillumum eum patri suo futurum, donari/ nomine principis et senatus bonorum
partem dimidiam eumq(ue), cum tan/to beneficio obligaretur, recte atque ordine
facturum, si praenomen patris/ 100 mutas<s>et; M. etiam Pisoni, qu<o>i inpunitatem
senatus humanitati et mode/rationi principis sui adsensus dandam esse

｛t｝

arbitraretur, quo facilius/ inviolatum senatus benificium ad eum pervenire<t>, alteram
partem dimi/diam bonorum paternorum dari, ita ut ex omnibus bonis, quae decreto/

｜X̅ ｜dotis nomine Calpurniae/
105 Cn. Pisonis filiae, item peculi nomine n(ummum) ｜X̅X̅X̅X̅ ｜daretur.../ 이비문
의 복원은 Lott (2012)를 따랐다.
senatus publicata et concessa iis essent, n(um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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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혼인이 이혼으로 종료될 경우, 妻나 妻의 父가 함께 혼인지
참재산반환 소송을 시작한다 . 만일 이혼사유가 妻 측 과실(妻의 잘못
혹은, 妻의 父의 개입)에 기인하거나 부부간에 자식이 있을 경우, 남편은
혼인지참재산의 일부를 보유한다 . 투리아의 경우, 만약 이혼이 발생했
다면 투리아 측의 과실도 없고 자식도 없으며, 게다가 투리아의 父가 사망
한 상태이므로, 가내혼인지참재산으로서 온 투리아의 혼인지참재산은 투
리아에게 온전히 반환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col.2 (45)에 의하면, 이
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투리아 사망 후 투리아의 혼인지참재산이 누구에게 반환되는
지가 문제된다. 우선 혼인지참재산이 內來혼인지참재산일 경우, 처재산반
환청구소권rei uxoriae을 통해 투리아의 父에게 반환된다.
286)

287)

이혼이 성립되면, 여성이 자권자인 경우, 여성 자신이 소권, 즉 혼인
지참재산반환소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성이 부친의 가장권에 복속하는 경우에
는, 딸의 인격이 결부되어, 부친이 처재산반환청구소권을 갖는다. 그리고 혼인지
참재산이 외래혼인지참재산인지 內來혼인지참재산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286) Tit. Ulp. 6.6.

Diuortio facto, si quidem sui iuris sit mulier, ipsa habet actionem, id est dotis
repetitionem ; quodsi in potestate patris sit, pater adiuncta filiae persona habet
actionem rei uxoriae ; nec interest aduenticia sit dos an profecticia.
287)

妻의 중과책(간통)으로 이혼이 발생한 경우, 남편에게는 혼인지참재산의 1/6이,
妻의 경과책으로 이혼이 발생한 경우 1/8이 지급된다. [울피아누스 초록] 6.9. 혼
인지참재산중의 일부가 보유되는 경우는, 자식이나 행실, 지출비용, 증여물 혹은
빼돌린 물건 때문이다. Tit. Ulp. 6.9. Retentiones ex dote fiunt aut propter liberos aut
propter mores, aut propter inpensas, aut propter res donatas, aut propter res amotas.

중과책에 속하는 행실 명목으로는 실로 1/6이 보유되지만, 경과책
에는 1/8이 유치된다. 간통만이 중과책에 속하는 행실이며, 나머지 모든 경우는
경과책에 속한다. Morum nomine grauiorum quidem sexta retinetur, leuiorum autem
Tit. Ulp. 6.12.

octaua. grauiores mores sunt adulteria tantum, leuiores omnes reli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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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휘찬] 23.3.6.pr.

288)

법에 의해 父에게 도움이 주어졌는바, 딸을 여읜 후 딸도 여의고 자금도 잃는 손
실을 보지 않도록 父에게서 유래한 內來혼인지참재산이 그에게 반환될 경우 위
로가 되도록 함이다.
[

울피아누스 초록] 6.4.

289)

妻가 혼인 중에 사망한 경우, 父에게서 유래한 內來혼인지참재산은 (父가 살아
있으면) 父에게 되돌아 가고, 각 자식 당 1/5씩 무한정으로 남편 측에 남는다. 그
러나 父가 생존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남는다.

그런데 투리아 시기는 물론 고대의 사망률추이로 판단해볼 때, 혼인 종
료 시 여성의 父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혼인지참재산
약정pacta dotalia이 많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 어쨌든, 혼인지참
재산반환의 기본적인 원칙은 제공당사자에게로의 반환이며, 특별한 약정
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라 행해진다 . 이제, 투리아의 경우는 어떠한가?
290)

291)

288) actio rei uxoriae

본 논문 3장3절1 참조, Gardner (1985) p.449 n) 72.

D. 23.3.6.pr. Iure succursum est patri, ut filia amissa solacii loco cederet, si redderetur
ei dos ab ipso profecta, ne et filiae amissae et pecuniae damnum sentiret.
289) Tit. Ulp. 6.4. mortua in matrimonio muliere, dos a patre profecta ad patrem revertitur,
quintis in singulos liberos in infinitum relictis penes virum. Quod si pater non sit,
apud maritum remanet.
290) Saller (1994), pp.208-9. Saller (1984) p.197, n) 15.

학설휘찬] 23.4.12.pr. 부친이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하고, “혼인 중에 딸이 사망하
면, 혼인지참재산은 남편에게 남는다”라고 약정한 경우, 비록 자식이 없어도 약정
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사견이다. Si pater dotem dederit et pactus sit, ut mortua

291) [

in matrimonio filia dos apud virum remaneret, puto pactum servandum, etiamsi lib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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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3.4.26.pr. 장인과 사위 간에 다음과 같이 합약하였다.
“만일 딸이 한 살짜리 아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혼인지참재산은 남편에게 귀
속한다. 만일 어머니 생전에 아들이 사망했고, 妻가 혼인 중에 사망하면 남편은
혼인지참재산의 일부를 보유한다.” 여성이 난파당해 한 살짜리 아들과 함께 사망
했다. 어머니보다 유아가 먼저 사망한 것이 개연적이라고 인정되었으므로, 남편
이 혼인지참재산의 일부를 보유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Inter socerum et generum
non interveniant. [

convenit, ut, si filia mortua superstitem anniculum filium habuisset, dos ad virum
pertineret: quod si vivente matre filius obisset, vir dotis portionem uxore in
matrimonio defuncta retineret. Mulier naufragio cum anniculo filio periit. Quia
verisimile videbatur ante matrem infantem perisse, virum partem dotis retinere placuit.

다음에 제시된 [학설휘찬]의 개소들은, 혼인지참재산에 관한 약정pacta dotalia를
통해 혼인지참재산의 반환법칙이 상당히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학설휘찬] 23.3.10.pr.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물건의 가액평가되지 않는 것에 이
해관계가 있는바, 물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특히나 동물
이, 혹은 여성이 사용하는 의복이 제공될 경우에 그러하다. 실로 가치평가가 행해
졌고, 여성이 그것을 악화시켰을 경우, 남편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증할 것이
다. 그러므로 혼인지참재산으로 제공된 물건이 가치평가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처의 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된다. Plerumque interest viri res non esse aestimatas

idcirco, ne periculum rerum ad eum pertineat, maxime si animalia in dotem acceperit
vel vestem, qua mulier utitur: eveniet enim, si aestimata sit et eam mulier adtrivit, ut
nihilo minus maritus aestimationem eorum praestet. Quotiens igitur non aestimatae res

가액평가가 행해지면 돈을
받은 것으로 치기 떄문에 물건이 멸실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항상 가액의 책임을
지기 때문임. (최병조 논평)
[학설휘찬] 23.3.42. 혼인지참재산으로 제공된 물건들이 중량이나 수량이나 부피
로 정해진 경우, 남편에게 위험이 전가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남편이 자신의 재
량으로 매도하고, 혼인이 해소될 경우 남편이나 그의 상속인이 同類同質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s in dotem datae,
in dotem dantur, et meliores et deteriores mulieri fiunt. *

quae pondere numero mensura constant, mariti periculo sunt, quia in hoc dantur, ut
eas maritus ad arbitrium suum distrahat et quandoque soluto matrimonio eiusdem
generis et qualitatis alias restituat vel ipse vel heres eius.

학설휘찬] 23.4.2. 다음과 같이, 즉 “어떤 방식으로든 혼인이 해소될 경우, 자식들
이 있다면 혼인지참재산은 남편에게 남겨진다”라고 합약한 경우, 파피니아누스는
법정관 유니아누스에게,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혼인지참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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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리아 칭송” 비문이 제공하는 정보로서는, 투리아의 혼인지참재산이 內

남겨지는 것이 합의되었다고 여겨지지 않고, 만일 합의되었다하더라도 남편의 사
망이 개입된 경우, 혼인지참재산에 불리한 합약이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답
하였다. Si convenerit, ut, quoquo modo dissolutum sit matrimonium, liberis
intervenientibus dos apud virum remaneret, Papinianus Iuniano praetori respondit
morte mariti finito matrimonio neque convenisse videri dotem remanere, et, si
convenisset, non esse servandum pactum contra dotem, cum mariti mortalitas
intervenit.

학설휘찬] 23.4.24. 남편과 妻 간에 “혼인지참재산의 특정 부분 혹은 전부가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자식이 있으면 그로 인해 공제된다”는 합약이 있는 경우, 혼인지
참재산이 제공되거나 늘어나기 전에 출생한 자식들에 대해서도 계약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후자들도 혼인지참재산이 제공된 혼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Si
[

inter virum et uxorem pactum est, ut certa pars dotis vel tota ob unum vel plures
liberos intervenientes retineatur, etiam eorum liberorum nomine, qui ante nati sunt,
quam dos daretur aut amplietur, conventio rata est: nam sufficit eos ex eo matrimonio
nasci, in quo dos data est.

학설휘찬] 23.4.23. 父가 자기 딸을 위하여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하고서 다음과 같
이 합약하였다. “ 딸이 사망할 경우,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식이 남아있으면 혼
인지참재산의 1/3을 공제하고 나머지 혼인지참재산은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사
망 후에는 자신의 가부권 하에 거느리고 있던 아들 갑 또는 을에게 반환된다.” 그
리고 나서, 그렇게 된다는 내용의 문답계약을 하였다. 妻의 父가 사망한 후, 妻가
혼인 중에 사망하였는데 자식들을 남겼다. 그들이 문답계약을 근거로 혼인지참
재산의 2/3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다. 나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
다. 실로 그 문답계약의 효력은 妻가 혼인 중에 사망하면, 혼인지참재산이 父에게
반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문답계약이, 즉, “만일 아시아에서 선박
이 온다면 나에게, 아니면 나의 사후라면 루키우스 티티우스에게 지급한다고 너
는 낙약하는가?”하는 문답계약이 개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이다. 실로 문
답요약자의 사후에 배가 왔더라도, 상속인에게 공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Pater
[

cum filiae suae nomine dotem daret, pactus est, ut mortua filia uno pluribusve liberis
superstitibus deducta parte tertia reliqua dos sibi aut post mortem suam illi aut illi
filiis quos in potestate habebat reddatur: deinde haec ita fieri stipulatus est: post
mortem eius mulier in matrimonio decesserat relictis filiis: quaesitum est, an ex
stipulatione duas partes illi petere possint. Respondi posse: etenim vim eius
stipulationis hanc esse, ut, si in matrimonio mortua esset, dos patri redderetur, et
perinde habendum, ac si talis stipulatio interposita fuisset: "Si navis ex Asia ven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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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혼인지참재산인지 외래혼인지참재산인지 그 종류를 알 수 없다. 만일 투
리아의 혼인지참재산이 內來혼인지참재산일 경우에는, 처재산반환청구소
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투리아 父와 투리아가 사망했으므로, 남편
이 투리아의 혼인지참재산을 모두 소유하게 된다 . 그러나 그것이 외래
혼인지참재산일 경우일지라도, 혼인지참반환에 관한 별도의 문답계약이
없었다면, 남편이 혼인지참재산의 소유자가 된다.
292)

[

울피아누스 초록] 6.5.

293)

그런데 외래혼인지참재산은 항상 남편 측에 남는다. 그러나 제공한 사람이 자
신에게 되돌려달라고 문답계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혼인지참재산은
특별히 반환약속부recepticia 혼인지참재산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투리아의 혼인지참재산은 그것이 內來혼인지참재산이건 외래
혼인지참재산이건 간에, 투리아 사망시에는 남편이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mihi aut post mortem meam Lucio Titio dari spondes?" Nam et si post mortem
stipulatoris navis venisset, heredi deberi.

학설휘찬] 23.4.12. pr., 23.4.26. pr. 주석 292) 참조. 투리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부부간에 자식이 있을 때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292) Saller (1984) p.197 n)14, p.198 n)17에서, Saller는 처재산반환청구소권이 상속되는
예외조항으로, 부친의 아들이 부친의 상속인인 경우를 제시한다. 하지만 “투리아
칭송” 비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orbett (1930/1979) pp.182-188,
Gardner (1986) p.449 n)3. 참조. 한편, Gardner (1986) p.450에서, Gardner는 妻의 父
와 妻가 모두 사망할 경우, 가내혼인지참재산이 외래혼인지참과 동일한 성질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다.
[

293) Tit. Ulp. 6.5. Aduenticia autem dos semper penes maritum remanet, praeterquam si is
qui dedit ut sibi redderetur stipulatus fuerit ; quae dos specialiter recepticia dic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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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리아의 친척 여성들

Col. 1 (42)-(51)

(42) [Liberali]tatem tuam c[u]m plurimis necesariis tum praecipue pietati
praesti[tisti familiae]

당신은] 아주 많은 지인들에게 [금전적 관대]함을 베풀었고, 특히나 도의의
의무를 지는 [가족에게] 베풀었습니다.
[

(43) [Licet cum laude item qu]is alias nominaverit, unam dumtaxat simillimam [tui]

어떤 이]가 다른 여인들을 [칭송하며] 거명한들, 당신은 [당신과] 가장 비견될
만한 유일한 여인은
[

(44) [---h]abuisti sororem tuam; nam propinquas vestras d[ignas eiusmodi]

처형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실로 [...에 적합한] 당신들의 친척 여성들을

...

(45) ...[of]ficiis domibus vestris apud nos educavistis. Eaedem u[t condicio-]

집안에서 하는 당신들의 의[무에...] 당신과 처형이 우리들 집안에서 가르쳤습
니다. 당신들 [가문에 합당한 조건을]
(46) [nem dignam famili]ae vestrae consequi possent, dotes parastis, quas quide[m a
vobis]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혼인지참재산을 당신과 처형이 제공했는바, 그것들은
실[로 당신들이]
(47) [constitutas comm]uni consilio ego et C.Cluvius excepimus et probantes
[liberalitatem,]

설정한 것으로,] 나와 클루비우스는 공[통된] 의견으로 그것들을 수령하고,
[관대함을] 인정하여
[

(48) [ne vestro patrimo]nio vos multaretis, nostram rem familiarem sub[did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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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당신들의 父來財産상] 罰徵당하지 [않도록] 우리들 가문의 재산을
[끼워 넣어서,]
(49) [nostraque praedia] in dotes dedimus. Quod non venditandi nostri c[aussa
rettuli,]

혼인지참재산에 [우리 토지도] 냈습니다. 우리를 내세우[려고] 이 사실을 [언
급한 것은] 아닙니다.
(50) [sed ut illa consi]lia vestra concepta pia liberalitate honori no[s duxisse
consta-]

오히려] 도의에 부합하는 관대함을 품은 당신[들의 배]려가 우리를 명예로
[이끌었다는 점이 확실해지도록,]
[

(51) [ret exequi de nos]tris.

우[리는 우리 재산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Col. 2. (2a)-(5a)
(2a) [Amplissima subsi]dia fugae meae praestitisti: ornamentis

당신은 내가 피난할 때 [아주 풍부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귀중품들로써
(3a) [me instruxisti], cum omne aurum margaritaque corpori
[

나에게 채비를 갖춰 주었으니,] 모든 금붙이와 진주를 [당신의] 몸에서

(4a) [tuo detracta trad]isti mihi et subinde familia, nummis, fructibus
[

떼어내어] 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감시를 [속이고서,]

(5a) [deceptis a]dversariorum custodibus apsentiam meam locupletasti.

노예들과 금전, 糧食으로써 여기 없었던 나를 풍성히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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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1. (42)-(51), Col. 2.(2a)-(51) 요지
col.1 (42): 투리아가 지인들과 친·인척에게 베푼 금전적 관대함.
col.1 (44)-(46): 투리아는 가문의 격에 맞는 혼인지참재산을 친척 여성들
에게 제공함.
col.1 (47)-(51): 투리아의 남편과 형부는 투리아 자매의 상속재산이 줄지
않도록, 토지가 포함된 자신들의 재산을 투리아 일가 여
성들의 혼인지참재산에 제공함.
col.2 (2a)-(5a): 투리아가 남편의 피난 생활에 공급한 물품들.
투리아 칭송” 비문 col. 1 (42), (44)-(47)에 의하면, 투리아는 자신의 친
척여성들의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미 프톨레마이오
스 왕조기부터 이러한 관행이 있었으며, 리비아Livia 및 상류층 부유한 여
성들이 가난한 여성이나 고아인 여성을 위해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하는 것
을 자선활동으로 여겨 이를 실행한 예들이 전해진다 .
“

294)

Dio 58.1-3.

이 때, 리비아 또한 8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티베리우스는 그녀가 와병 중
일 때에도 문안한 적이 없었고, 문상가지도 않았다. 공적인 장례식과 그녀의
명예를 위한 어떤 것도 지출하지 않았는바, 오직 공적인 장례식과 그저 그런, 별
가치가 없는 조각상들 뿐이었다. 그녀를 신격화하는 것을 2. 명백히 금했다. 그
러나 원로원은 그가 보낸 사항들을 결의에 부쳤을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 일 년
동안 그녀를 애도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티베리우스가 이 때에도 공무
수행을 그치지 않는다고 칭송하면서 3.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1

294) Treggiari (1991/2002) p.344 n)106, Pomeroy (1984/1990)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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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을 위해 건립된 적이 없었던 그녀를 위한 홍예문 건립까지도 결의하였
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 중 상당수의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
람들의 자식들을 양육하였고 그들의 딸들의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했기 때문인
바,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조국의 어머니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우구스투스의 영묘에 묻혔다.

그러므로 투리아는 적법하게 친척여성들에게 외래혼인지참재산을 제공
할 수 있었다.
그런데 col.1 (48)에 의하면, 투리아의 남편은 투리아의 상속재산이 줄어
들까 봐, 자신의 재산을 보태서 투리아가 친척여성들의 혼인지참재산을 제
공하는 일을 도왔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한다. Vollmer는 (48)-(49)행을
sub[ministravi｜mus ac bona nostra illis]로 추정하지만, EDCS로 확인해 볼
때, subministrare동사는 건축물 보수와 관련된 비석에서 발견되며, 모두
기원 후 2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 몸젠은 sub[didimus vestrae｜nostraque
praedia]로, Flach는 sub[didimus vestrae｜nostraque bona로 추정한다. 그러나
subdo동사 역시 건축물 설립이나, 기독교 관련 비석들에 나타난다 . 어쨌
든 이 문맥은 비석봉헌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
재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물로 제시되어 있
는지의 차이이다. 하지만 투리아의 상속재산을 염려하여, 남편이 자신의
재산, 특히 토지를 출연한 점은 부부간 증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295)

296)

295) IRT 792= LeptisMagna 79, CIL III 3202= CIL XVII-04, 323a= D 393, CIL VI
41332= AE 1969/70 21= AE 1975 15= CIL X 7024= IMCCatania 22= IMCCatania
23= ILSicilia 34= AE 1960 202= AE 1989 341d.
296) EChrAfr-3 158, SEG-53 617= AE 2014 1178= ICUR-7 18661= CLE 1414= ILCV
1233= ILCV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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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물론, 남편이 투리아의 친척여성들에게 남편
명의의 외래혼인지참재산을 제공했다면, 부부간 증여문제는 성립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투리아의 금전적 관대함을 칭송하는 부분에서 남편은
왜 자신의 재산출연을 명시하는가?
이 점과 관련하여, 우선 col. 2 (2a)-(5a)에 서술된 투리아의 행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 투리아 역시 남편의 추방생활 시에 남편에게 자신의 재산에
서 상당량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되어있다 . 그러므로 남편이 투리아
가 투리아의 친척에게 제공한 혼인지참재산에 자신의 재산을 덧붙여 제공
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투리아가 남편의 추방생활시 제공한
물자에 상응하는 자신의 행위가 있었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뿐만 아니라, 친척 여성들의 존재는 투리아의 상속재산과도 관련된
다. 근친을 제외한 친·인척에 관해서는 necesarii, propinqui, mei, tui, sui 등
의 여러 표현이 가능했다 . 그러므로 만일 투리아가 무유언 상속으로 사
망할 경우, 이 여성들이 투리아의 법정상속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이 부분은 무르디아 칭송비문에서 비석봉헌자가 망인의 유언 상속인들
을 언급하는 부분과 유사하다. 무르디아 칭송비문 (4)-(6)에서 화자는 자신
297)

298)

299)

부부간 증여금지에 관해서는 본 논문 3장1절2 주석 195) 참조.
298) 그러나 추방과 관련한 피난생활에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증여가 허용되는 사안으
로 간주할 수 있는 견해가 [학설휘찬] 24.1.43. 파울루스 [법규칙편록] 단권에 제시
된다. [학설휘찬] 24.1.43, 파울루스 [법규칙편록] 단권. 부부간에 추방을 이유로
한 증여가 가능하다. D. 24.1.43. Paulus libro singulari regularum Inter virum et
uxorem exilii causa donatio fieri potest. 한편 Treggiari (1991/2002) p.370에서,
Treggiari는 키케로가 추방당했을 때 키케로의 妻 Terentia가 키케로에게 물자를
제공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297)

299) Earnsey, Saller (2014)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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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상속인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받았는지 제시한
다. 특히 LM (9)-(10)행에서 비석봉헌자는 자신이 절대로 불공평하게 상속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망인의 공평함을 칭송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투리아의 금전적 관대함을 칭송하는 동시에, 투리
아의 친척 여성들이 이미 투리아로부터 그들의 혼인지참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 그 혼인지참재산에는 비석봉헌자의 재산까지 포함되
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그 여성들이 충분히 상속재산에 갈음하는 재산을
이미 투리아 부부로부터 취득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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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론
로마에서 宗族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부간 재산상속은 특이한 경우이
다. 부부가 宗族관계에 있거나, 수권혼을 하여 妻가 딸의 지위로 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무유언 상속에서 부부가 서로에게서 상속받게 되는 가능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시민법상으로 부부는 상속인의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법정관이 고시를 통해 자식liberi, 최근친legitimi, proximi
adgnates, 부계친족cognati, gentiles
다음 단계의 후순위로 정하였을 뿐이
다 . 그러므로 결국 상술된 경우의 수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야,
배우자는 유산권자로서의 상속인bonorum possessio unde vir et uxor이 될
수 있다 .
유언을 통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부부간 상속은 자식을 매개로 행
해진다. 남편이 妻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妻가 사망할 경우에 자식들을
보충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자식을 상속인으로, 妻를 보충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런 식의 유언은 妻와 자식을 한
300)

301)

302)

303)

304)

300) Treggiari (1991/ 2002) p.380.

는 12표법에서

301) Cognati

(1991/2002) p.380 n)97

gentiles

참조.

로 표현된다.

Watson (1975) pp. 67 ff. Treggiari

302) D. 38.6.1.pr-1. pr. Posteaquam praetor locutus est de bonorum possessione eius qui
testatus est, transitum fecit ad intestatos, eum ordinem secutus, quem et lex duodecim
tabularum secuta est: fuit enim ordinarium ante de iudiciis testantium, dein sic de
successione ab intestato loqui. 1. Sed successionem ab intestato in plures partes
divisit: fecit enim gradus varios, primum liberorum, secundum legitimorum, tertium
cognatorum, deinde viri et uxoris.
303) Sohm (1892) p.371, p.441.
304) [

학설휘찬] 28.6.43.2. [학설휘찬] 2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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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 여기고, 妻에게 궁극적으로 자식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맡기는 것
학설휘찬] 29.5.4. 유복자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유복자들이 태어나지
않을 경우, 妻를 2순위 상속인으로 기재했다. 그는 가내 노예들에 의해 살해당했
다고 주장되었고 妻도 사망하였다. 상속인들이 자신들에게 여성이 가졌을 소권들
이 칙법에 따라 부여될 것을 신청하였다. 나는 해답했다. “자궁 안에 태아를 가지
지 않았음이 확인된 여성이 이 원로원의결로 인해 상속승인하기를 원치 않은 경
우에 한하여 그들은 청허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성이 임신한 상태로 사망했
다면, 그들이 불법을 당했다는 이유의 어떠한 申訴의 여지도 존재한 바 없다.”
[

Qui postumos heredes instituerat, non natis postumis uxorem secundo loco scripsit
heredem: cum a familia necatus diceretur, uxor diem suum obierat: heredes mulieris
actiones ex constitutione sibi dari postulabant. Eos ita demum audiendos esse
respondi, si mulier, quam in utero nihil gestare constabat, propter senatus consultum
hereditatem adire noluit: alioquin praegnate ea defuncta nullam iniuriae querellam
intervenisse.

학설휘찬] 36.1.76.1. 파비우스 안토니누스는 미성숙연령의 아들 안토니누스와 딸
호노라타를 남겼는데, 이들을 상속제외시키고, 그들의 母인 유니아 발레리아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남편은 妻가 이행할 유증으로 300금과 몇 가지 물
건을 딸에게 남겼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전부 아들 안토니누스가 20살이 되는 해
에 아들에게 반환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들이 20세 전에 사망한다면, 그 상속재
산은 호노라타에게 반환되도록 명했다. 母는 무유언상태로 사망했고, 두 자식들
은 법정상속인으로 남게되었다. 후에 아들이 19세는 채우고, 20세가 되는 해에 진
입했지만 채우지는 못하고 사망했다. 하지만 자기 딸 파비아 발레리아나를 상속
인으로 남겼는데, 호노라타가 신탁유증과 자신의 父 파비우스의 유언장에 기한
상속재산의 지분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방총독 절차에서 승소했다. 안토니누스의
딸 발레리아나의 후견인들이 그녀의 궁핍을 주장하고 신황 하드리아누스의 칙법
을 인용하였는데, 이 칙법에서 지방자치시 의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진입한
해는 다 채운 해로 계산한다고 명하였다. 그런데 우리 황제께서는 사안의 형평과
“20살 되는 해에”라는 유언 문구에 마음이 움직이시어, 비록 70세로 들어선 자가
신황 마르쿠스에 의해 후견직에서 면제되지 않았음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우리 법률가들이 아일리우스 센티우스 법의 근거들과 기타 근거들을
제시하자, 청원자에 反하여 선고하셨다. Fabius Antoninus impuberem filium
[

Antoninum et filiam Honoratam relinquens exheredatis his matrem eorum Iuniam
Valerianam heredem instituit et ab ea trecenta et quasdam res filiae reliquit, reliquam
omnem hereditatem filio Antonino, cum ad annum vicensimum aetatis pervenisset,
voluit restitui: quod si ante annum vicensimum decessisset filius, eam heredita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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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된다. 즉, 미성년 자식을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면, 후견제도로 인
해 제 3자가 개입되므로, 이 점을 기피하여 妻에게 상속하는 경우라 하겠
다 . 妻와 자식들이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
305)

306)

Honoratae restitui praecepit. Mater intestata decessit utrisque liberis legitimis heredibus
relictis. Postea filius annum agens plenum nonum decimum et ingressus vicensimum
necdum tamen eo expleto decessit filia herede Fabia Valeriana sua relicta, a qua amita
fideicommissum et ex testamento patris portionem hereditatis petebat: et apud
praesidem optinuerat. Tutores Valerianae filiae Antonini egestatem eius praetendebant
et recitabant divi Hadriani constitutionem, in qua quantum ad munera municipalia
iusserat eum annum, quem quis ingressus esset, pro impleto numerari. Imperator
autem noster motus et aequitate rei et verbis testamenti "si ad annum vicensimum
aetatis", quamvis scire se diceret a divo Marco non excusatum a tutela eum qui
septuagensimum annum aetatis ingressus fuisset, nobis et legis Aeliae Sentiae
argumenta proferentibus et alia quaedam, contra petitricem pronuntiavit.
305) Treggiari (1991/2002) p.383.

학설휘찬] 31.89. pr. 어떤 자가 유언으로 아들과 妻를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하였
다. 그 자가 후에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편지에는 아들이 특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도 그에게 증여하고 덧붙이기를, 이것을 그가 자권자가 되고 자신(유언자)
이 사망한 후 선취분으로 가지기를 원한다고 적혀있었다. 나는 묻는다. “유언에서
지시하기를, 봉인된 상태의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유언보충서를 갈음한다고 하
였으나, 편지는 봉인되지 않은 경우, 편지에 담긴 내용대로 아들에게 귀속하는
가?” 나는 해답한다. “만일 남아있는 편지의 신빙성이 확실하다면, 편지에서 유언
자가 자신이 주고자 원한다고 지시한 대로 행해야 한다.” Testamento filium et

306) [

uxorem suam heredes instituit: postea epistulam scripsisse dicitur, qua et quidquid in
peculio habuit filius, ei donavit et adiecit praecipua haec eum suique iuris et post
mortem suam habere velle. Quaero, cum testamento significaverit, si quid obsignatum
recepisset, id vice codicillorum valeret, epistula autem non sit obsignata, an quae
epistula continentur ad filium pertineant. Respondi, si fides epistulae relictae constaret,
deberi, quae in ea dare se velle significavit.

학설휘찬] 32.41.pr. 어떤 자가 妻와 그녀 사이의 아들을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하
고, 처에게 다음과 같은 어구로써 신탁유증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청한다. 여주
인이여, 티티아누스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
은 내가 그 토지의 전체 매수를 했으나, 내가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과 도
의덕분에 그 매수한 토지를, 내 돈으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공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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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 역시 특정한 이유로 남편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설휘찬]
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유언자는 그 토지가 전부
아들의 것이기를 원한 것인가?” 그는 해답하였다. “문제가 제기된 그 자는 토지
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되기를 원했던바, 반반
씩 妻와 아들이 농지를 상속재산에 속하는 땅으로서 갖는 것이다.” Uxorem et
filium communem heredes instituit et uxoris fidei commisit in haec verba: "Peto a te,
domina uxor, ne ex fundo Titiano partem tibi vindices, cum scias me universam
emptionem eius fundi fecisse, sed beneficio affectionis et pietatis, quam tibi debui,
eandem

emptionem,

cum

nummis

meis

comparassem,

tecum

communicasse":

quaesitum est, an eum fundum in solidum filii esse voluerit. Respondit eum, de quo
quaereretur, perinde rationem in fundo haberi voluisse ac si universus hereditarius
esset, ut pro dimidia parte et uxor et filius agrum ut hereditarium habeant.

학설휘찬] 32.41.7. 어떤 자가 유언에서 아들과 妻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딸에
게는 신탁유증을 통하여, 딸이 가문 내에서 혼인할 때, 100금을 유증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딸아, 너에게 다음과 같이 신탁유증한다. 가문 내에서 혼
인할 때, 그리고 혼인할 때마다, 네가 제공할 너의 혼인지참재산에서 1/2을 너의
남자동기와 너의 모친 세이아에게 각각 1/2씩이 주어진다고 문답요약하는 것을
용인하라. 만일 혼인 중에 또는 이혼이 발생했는데 너의 혼인지참재산을 돌려받
기 전, 혹은 그 명목으로 完濟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가 그 남편에게서 아들이나
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말이다.” 父는 처녀인 딸을 혼인시키고서 그녀
의 명의로 혼인지참재산을 주었고, 이혼 후에 그 혼인지참재산을 돌려받았고, 다
시 다른 남자에게 혼인지참재산과 함께 혼인시키고, 그 혼인지참재산을 자신이나
자기 딸에게 반환하라고 문답요약하였다. 딸이 두 번째 혼인을 유지하는 중에, 동
일한 유언을 남긴 채로 유언자가 사망하였고, 아들과 妻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자신의 夫가 사망하자, 딸은 반환받은 혼인지참재산을 가지고 남자 동기와
母가 배석하여 동의한 가운데 다른 남자와 혼인하였다. 母는 그녀의 혼인지참재
산을 늘렸지만, 母와 남자동기 중 누구도 혼인지참재산에 대해 문답요약하지 않
았다. 곧 아들과 딸이 母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 다음 혼인 중에 딸이 夫를 상속
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음과 같이 질문된다. “젊은 딸은 유증명목으로 父의
상속인들로부터 (세 번째 혼인을 위한) 혼인지참재산용 금전을 받지 못했다. 하지
만, 두 번째 夫가 사망하여 (자권자인) 가모가 되어 혼인지참재산을 돌려받았으므
로, 딸의 상속인은, 신탁유증명목으로 사망한 딸의 남자동기에게 그가 혼인지참
재산을 문답요약했더라면 취할 수 있었을 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가?” 그의
해답: “제시된 바에 따르면, 책임지지 않는다.” Testamento, quo filium et uxorem
[

heredes instituerat, filiae per fideicommissum centum, cum in familia nuberet, lega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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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남편에게 약속했던 혼인지참재산을 제공하지 못했던 妻의
경우가 그러하다 . 그러나 남편이 妻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식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남편이 자식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
28.7.20 pr.

307)

308)

et adiecit ita: "Fidei tuae, filia, committo, ut, cum in familia nubas et quotienscumque
nubes, patiaris ex dote tua, quam dabis, partem dimidiam stipulari fratrem tuum et
Seiam matrem tuam pro partibus dimidiis dari sibi, si in matrimonio eius cui nubes
sive divortio facto, priusquam dos tua reddatur eove nomine satisfactum erit, morieris
nullo filio filiave ex eo relicto". Pater virginem filiam nuptum collocavit eiusque
nomine dotem dedit et post divortium eandem recepit et alii in matrimonium cum dote
dedit et stipulatus est eam dotem sibi aut filiae suae reddi: manente filia in
matrimonio secundo mortuus est eodem testamento relicto eique heredes exstiterunt
filius et uxor: postea marito defuncto puella dote recepta nupsit alii praesentibus et
consentientibus fratre et matre, quae etiam dotem eius auxit, et neuter eorum stipulati
sunt dotem: mox matri filius et filia heredes exstiterunt: deinde in matrimonio filia
decessit marito herede relicto. Quaesitum est, cum puella non ex causa legati
pecuniam in dotem ab heredibus patris acceperat, sed mortuo secundo marito mater
familias facta dotem reciperaverat, an heres eius ex causa fideicommissi fratri
defunctae teneatur in eam pecuniam, quam percipere posset, si dotem stipulatus esset.
Respondit secundum ea quae proponerentur non teneri.

학설휘찬] 28.7.20.pr. 자기 남편에게 혼인지참재산으로 약속한 금전을 갚아야했
던 妻가 남편을, 다음과 같은, 즉 남편이 혼인지참재산으로 약속한 금전을 청구하
거나 추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사견으로는, 남편이
혼인지참재산으로 자신이 받아야하는 것을 변제수령처리(=면제)하지 않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통고한다면, 즉시 남편은 상속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하에 남편이 혼자서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역
시 남편은 즉시 상속인이 될 것으로 나는 판단하는바, 불가능한 조건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이다. Mulier, quae viro suo ex dote promissam

307) [

pecuniam debebat, virum heredem ita instituerat, si eam pecuniam, quam doti
promisisset, neque petisset neque exegisset. Puto, si vir denuntiasset ceteris heredibus
per se non stare, quo minus acceptum faceret id quod ex dote sibi deberetur, statim
eum heredem futurum. Quod si solus heres institutus esset in tali condicione, nihilo
minus puto statim eum heredem futurum, quia adunatos condicio pro non scripta
accipienda est.
308) [

학설휘찬] 36.1.80.9. 같은 법률가가 다음 사안을 검토하였다. “동일한 처(uxo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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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기도 한다

309).

다시 말해, 부부간 상속이 일어날 경우, 자식을 위

남편을 상속인으로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신탁유증을 행했다. 즉 자신이 사망할
경우, 그들 공통의 아들에게 자신의 상속재산으로 남편에게 온 모든 것을 반환하
라는 것이다. 이 때, 저 점유물들, 즉 혼인지참재산으로 받았다가 이혼 후에 여성
(mulier)에게 반환되었던 동산과 부동산들 역시 신탁유증항목에 포함되는가?” 그
의 해답: “여성(mulier)이 자신의 재산으로 남긴 것은 신탁유증에 포함된다.” 클라
우디우스 황제: “다른 기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문받고는 다음과 같이 해
답하였다. 물건이 반환되었으면 위에서 해답된 바에 따라 여성(mulier)의 재산으
로 계산되고, 반환되지 않았다면, 혼인지참재산반환에 관한 문답계약을 체결하여
반환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속재산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Idem
quaesiit eandem uxorem marito herede scripto fideicommisisse, ut, cum moreretur,
filio communi omne, quod ad eum ex hereditate sua pervenisset, restitueret: an illae
quoque res et possessiones, quae in dotem datae et post divortium restitutae mulieri
fuerant, fideicommisso contineantur. Respondit, quod mulier in bonis suis reliquisset,
id fideicommisso contineri. Claudius: et alias de eodem facto consultus ita respondit,
sive restitutae sint res, secundum id quod supra responsum est in bonis mulieris
computari, sive non sint restitutae, quia ex stipulatione de dote reddenda interposita
restituendae sint, eo auctiorem hereditatem computari.

학설휘찬] 32.41.12. 妻가 남편 세이우스를 상속인으로, 그리고 그의 보충상속인
으로 수양딸 아피아를 지정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다음과 같이 신탁유증했다.
“나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을 수양딸에게 반환하는바, 만일 그 전에 수양딸에게
숙명이 닥칠 경우, 그때에는 내 남자동기의 아들인 발레리아누스에게 동 상속재
산을 반환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되었다. “만일 세이우스가 생전에 상속재산으
로 그에게 귀속된 것을 수양딸에게 반환할 경우, 그 일은 망자의 의사에 따라 그
리 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특히 수양딸이 그의 보충상속인일 경우에 말이다.” 해
답: “세이우스의 생존 시에 아피아가 사망할 경우, 그는 발레리아누스가 남아있다
면, 신탁유증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Seium maritum scripsit heredem eique
[

substituit Appiam alumnam fideique heredis commisit, ut post mortem suam
hereditatem eidem alumnae restitueret aut, si quid ante contigisset alumnae, tunc
Valeriano fratris filio restitueret eandem hereditatem. Quaesitum est, si Seius vivus,
quidquid ad eum ex hereditate pervenisset, alumnae restituisset, an secundum
voluntatem defunctae id fecisse videretur: praesertim cum haec idem substituta esset.
Respondit, si vivo Seio Appia decessisset, non esse liberatum a fideicommisso
Valeriano relicto.
309) [

학설휘찬] 20.4.19. 여성(mulier)이 담보 잡힌 부동산을 혼인지참재산으로 남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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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탁적 행위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는 매개 없이 부
부간 서로 상속에 관여될 일은 드문 경우이다 .
한편, Champlin에 의하면, 망인은 상속재산처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
310)

게 주었다. 그리고 유언에서 남편과 그에게서 난 자식들, 더 나아가 다른 남자에
게서 난 자식들을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했다. 채권자는 유자력자인 상속인들과 소
송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를 攻取하였다. 나는 묻는다. “그에게 정당한 점유자가
채무변제를 제공한다면, 그는 채권의 권리를 양도하도록 강제당해야 하는가?” 나
는 해답한다. “부적법하지 않은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Mulier in
dotem dedit marito praedium pignori obligatum et testamento maritum et liberos ex eo
natos, item ex alio heredes instituit: creditor cum posset heredes convenire idoneos, ad
fundum venit: quaero, an, si ei iustus possessor offerat, compellendus sit ius nominis
cedere. Respondi posse videri non iniustum postulare.

학설휘찬] 35.2.25.pr. (어떤 여자가) 남편, 그리고 남편과 자신의 공통의 아들을
균등한 몫으로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다음과 같이 질문되었다. “팔키디우스
법의 계산상 남편이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을 남편의 몫
에 합산해야 하는가? 그의 해답: 그가 아들의 상속인지정으로 인해 팔키디우스
몫에 충분한 만큼만 보유하면 1/4 유류분 명목으로 아무 것도 공제해서는 안된
다.” Maritum suum et filium communem aequis partibus heredes instituit: quaesitum
[

est, an in ratione legis Falcidiae imputandum sit marito, quod ad eum ex eadem
hereditate per filium pervenit. Respondit, si ex institutione filii tantum retineat,
quantum ad Falcidiam satis sit, nihil quartae nomine deducendum.

에서, Treggiari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근친이 유언에
서 배제된 배륜유언testamentum inofficiosum을 설명하는 중에, [학설휘찬]중
Scaevola, Papinianus, Modestinus의 경우를 분석하여 부부간 행해진 상속, 유증의
통계를 낸 Humbert (1972)의 견해를 소개한다. 그의 통계에 따르면, 妻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유자로서 얻게 된 경우는 72경우이다. 그 중 39 경우가 자
식의 이득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이며, 10 경우가 신탁유증이고, 33 경우에 있어
자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Humbert는 마지막 경우를 그들 간에 자식이 없는 경우
로 추정한다. 남편이 妻의 재산을 얻게 된 경우는 21경우이다. 이 중 12경우가 자
식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이고, 9경우에서는 남편이 전부를 다 갖는데, 그
중 5 경우에서는 자식이 있음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Treggiari는 [학설휘찬]의
성격상, 또 단지 3명의 법학자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식의 통계는 타당하
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며, 이 통계가 보여주는 함의는 당대 로마에서 자식의 권
리보존에 대한 법적이고 도덕적인 보호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라 주장한다.

310) Treggiari (1991/2002)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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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는 남성상속인을 선호했고, 그 결과 재산이 통상 남성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로마에서 여성의 유언비율은 남성의 1/5정도에 지나지
않는 드문 경우가 되었다 . 즉 상당한 재력을 지닌 기혼 여성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하는 비율 자체가 제한적이며, 여기에 서로 간
에 자식이 없는 경우라면, 유언을 통해 妻가 남편을 상속인으로 정하는 사
례는 특히 극소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의 제 3장은 “투리아 칭송” 비문을 투리아의 재산이동 측면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3장1절에서는 투리아 부모의 사망과 부친의 유언
장을 통해 투리아 재산의 유래를 살펴보았다. 3장2절에서는 투리아의 여성
후견문제와 투리아와 남편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 투리
아의 재산운용 방식과 부부간의 신뢰를 살펴보았다. 3장3절에서는 투리아
의 이혼요청을 통해 이혼이 발생할 경우에 투리아의 재산이 남편에게 귀
속될 법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혼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논의는 이론적 고찰에 그쳤다. 이어서 투리아가 친척여성에게 제공한 혼인
지참재산을 통해 투리아 사망 시 투리아의 재산이 투리아의 친척 여성에
게 귀속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관리에 있어 지속적으로 후견을 맡아왔다
는 점, 투리아의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했다는 점, 직계비속이 없다는 점,
이에 덧붙여 “투리아 칭송” 비문의 여러 부분에 걸쳐 묘사된 부부간의 화
311)

에서, Pölönen은 여성상속인 및 여성의 유
언 비율이 적은 이유를, 家父가 상속재산에 부수하는 의무로 인해 딸에게는 혼인
지참재산이나 동산 및, 기타 명목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비율이 높고, 또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언장 작성이라는 사회적 의무가 더 부과되었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사실상 여성과 남성이 상속받는 재산의 양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에 회의적
이다.

311) Champlin (1991) pp.41-63. Pölön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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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남편의 추방생활시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투리아의 모습이라는 법률
외적 상황 등이 부각되었다. 이로부터, 투리아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투리
아의 유언 상속인이 된다는 추정에 상당한 개연성이 부여되었다. 이 추정
은 투리아가 지금껏 공동소유였던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리되지 않을 것이
고, 오히려 변함없이 남편의 권한 하에 두고, 결코 그것을 떼어내어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의사였다는 사실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엄밀히 보자면, 이러한 의사에 따라 투리아가 유언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비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비문에 제시된 모든 정황은 투리아
의 모든 재산을 남편이 상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생의 어려운 시기에
불굴의 용기로 도움을 주었던 妻에 대한 감사를 숨기지 않는 남편의 추모
와 칭송은 또한 이러한 최종적인 결과에 부합하는 인지상정의 발로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리아의 유언에 의해 남편이 투리아의 전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새기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추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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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헬라스·로마 사회는 금석문 문명으로 정의될 정도로 풍부한 금석문을 제
작하였다. 특히 공화정 말기에서 아우구스투스 원수정 초기에 이르는 시기
로부터 시작된 비석에 대한 현저한 선호경향에 의해, 비석은 양적 측면에
서 뿐만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작되었다. 이
러한 비석제작에 대한 선호현상은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혼재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비문 연구의 주된 흐름인 집합적
연구 방법과 동시에 개별 비문들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현존하
는 로마 비석의 3/4을 차지하는 묘비에 대한 연구는 묘비석이 전달하는 내
용의 정형성으로 인해 주로 집합적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만, 신분별,
시대별, 지역별 편차로 인해 개별 묘비문에 대한 연구는 불가결하다.
“투리아 칭송” 비문 역시 개별 연구의 필요성을 요한다. 이 묘비문은 방
대한 분량, 묘비석을 헌정받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점, 특히 공화정 말기와
아우구스투스 원수정 초기에 벌어진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지속적
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하여 비문에 등장하는 법률문제, 비
석봉헌자와 비석을 헌정 받은 여성에 대한 인물 比定, 여성에 관한 로마
추도사 및 당대 로마 여성의 활동 등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비문의 부분적인 사실관계에 몰두하여, 이 비석이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인 망인의 재산이동 과정에 대한 탐구를 등한시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투리아 칭송” 비문을 망인의 재산이동 과정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이 비석의 제작목적을 밝혀보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당시 묘비
석이 세워지는 도로와 성문이라는 공적인 공간이 함축하는 점과 유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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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묘비의 성격에 주목하여. 묘비의 공시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유언 및 상속을 언급하는 묘비석의 종류는,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묘비석을 제작한다는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와 유언장 자체가 제시되
는 경우, 그리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신이 상속받는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특히 “투리아 칭송”비문과 더불어 아우구스투스 원수
정기 여성에게 봉헌된 묘비인 무르디아 칭송 비문은 이 마지막 경우에 해
당한다. 이 비문들은 비석봉헌자가 상속인인 자신이 상속받게 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과 상속과 관련된 망인의 덕에 대한 칭송이라는 두 부분으
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무르디아 칭송비문의 구조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우구스투스 원수정기 기혼여성이 유언을 통
해 자신의 宗族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자신이 상속받은 근거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公示하고
피상속인의 덕을 칭송하는 비석을 봉헌한다.” 그리고 이 가설을 염두에 두
고, “투리아 칭송” 비문에 일관적으로 제시되는 정보인 투리아의 재산이동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논문 제 3장에서 다룬 내용, 즉 망인 재산
의 출처인 망인의 부친의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으로부터 시작하여, 40년간
의 혼인생활에 걸친 재산의 공동 관리, 망인의 직계 존·비속의 부재, 돈독
한 부부 관계로부터 망인 재산의 최종 귀착점이 비석봉헌자인 남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로마 사회에서 무유언 상속이든 유언 상속이든 어느 경우에나, 부
부가 서로의 상속인이 될 경우의 희소성과 여성의 유언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는 Champlin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 비문에 망인의 재산이동의
과정이 특징적으로 기술된 이유를 추론해 보았다. 그 이유는 무르디아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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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문과 동일하다. 즉, 기혼 여성의 재산이 유언을 통해 다른 가문으로
이전될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 묘비설립을 통해 망인의
공적을 칭송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정당한
이유를 공시할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투리아 칭송” 비문에 제시되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해석
이 아니라 비문과 당대 사회의 公示적 문화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둘 때,
“투리아 칭송” 비문은 비석제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아우구스투스 원
수정기 공시적 비석문화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기혼 여성의 유언에 근
거한 유산상속의 공시와 관련된 특정 종류의 비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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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투리아 칭송 Laudatio Turiae” 비 : CIL VI 1527 cf. CIL VI 31670 + CIL VI
37053 (= AE 1999, 235) = CIL VI 41062 = ILS 8393 (碑片 a-e까지) = AE
1992, 81 = AE 1993, 119-120 = FIRA III, 69) 원문 및 全文 번역
“

2

2

312)

-initium
Col.
1. orationis periit(1)[---mo]rum probit[ate---]
[---mo]rum probit[ate---] Mommsen 1887

(2)rum[---] permansisti prob[---]

(3)Orbata es re[pente ante nuptiar]um diem utroque pa[rente in deserta soli-]
re[pente ante nuptia]rum Degenkolb

pa[rente in deserta soli]

｜tudine Flach

(4)tudine una o[ccisis. Per te maxu]me, cum ego in Macedo[niam provinciam
issem],
o[ccisis. per te maxu]me Bayer

Macedo[niam provinciam issem] Flach

(5)vir sororis tua[e C.Cluvius in A]fricam provinciam, [inulta non est relicta]
tua[e C.Cluvius in A]fricam Mommsen 1863

[inulta non est relicta] Flach

이것은 기본적으로 Flach(1991)의 판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이 통
하는 한에서 최소한의 추정만을 취하였으며, 그 추정의 기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추
정에 관해서는 이미 Vollmer (1892) p.504에서, Vollmer 가 기술하였듯이, 불확실한 것
을 불확실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sed operae petium non est incerta
312)

incertis commu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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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 1]
-글의 시작 부분은 소실됨1) 정]숙한 몸[가짐으로....
[

2) ]

당신은 유지했습니다[....

혼]인 전 갑[작스럽게] 당신은 양친을 잃었으니, [그분들은 외진 곳에서]
동시에 살[해당하셨기
3)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을 통해서,] 나는 마케도[니아 속주로
갔고,]
4)

동서인 [클루비우스는 아]프리카 속주로 (갔음에도), 당신 부모님의 죽
음에 대한
5)

- 165 -

(6)mors parentum.

(7)Tanta cum industria m[unere es p]ietatis perfuncta ef[flagitando et]
m[unere es p]ietatis Huschke

ef[flagitando et] Mommsen 1887

(8)vincando ut, si praes<t>[o fu]iss<e>mus, non ampliu[s potuissemus. Sed]
praes<t>[o fu]iss<e>mus Degenkolb

amplis[s potuissemus. sed] Flach

(9)haec habes communia cum [s]anctissima femina, s[orore tua].
s[orore tua] Mommsen 1863

(10)Quae dum agitabas, ex patria domo propter custodia[m pudicitiae sumpto]
custodia[m pudicitiae sumpto] Mommsen 1863

(11)de nocentibus supplicio, evest[i]gio te in domum ma[tris meae tulisti, ubi]
ma[tris meae tulisti, ubi] Flach

(12)adventum meum expectast[i].

(13)Temptatae deinde estis ut testamen[tum], quo nos eramus heredes, rupt[um
diceretur]
testament[um] Flach

rupt[um diceretur] Mommsen 1863

(14)coemptione facta cum uxore: ita necessario te cum universis pat[ris bonis
in]
pat[ris bonis in] Mommsen 1863

(15)tutelam eorum qui rem agitabant reccidisse: sororem omni[no illius
hereditatis]
omni[no illius hereditatis] Vollmer

- 166 -

복수가 행해졌습니다.]
7) 그토록 큰 노력으로, 당신은 가족간 도[의의 의]무를 탄[원과] 응징을 통
해
8) 수행해냈으니, 우리가 있었다한들 더 잘 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 [[[

9)

이것은 당신이 매우 신[실]한 여인인 처[형과] 함께 지닌 성품입니다.

그런 문제들로 시달리는 동안, [정숙함을] 지키려 당신은 부친의 집을
[떠나,]
10)

11)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한 뒤, 즉시 나의 어머[니 집으로 왔고,

거기서] 나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13) 그리고 나서, 당신과 처형이 피소되었는데, 우리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언[장이] 파훼*[가 되었다고 주장되었고,] (*파훼: 유언장이 유언장 작성 후 발
12)

생한 사태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를 지시한다. 예를 들어, 유복자의 이름이 유언장에 누
락된 경우, 혹은 유언자가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전 유언장이 취소된 경우 등이 있다.
Berger (1953) testamentum ruptum 항목 참조.)

그 이유는 (부친이) 共買婚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신이 불가피하게 부친[의 전 재산과] 함께, 이 문제로 소를 제기한 자들의
14)

15)

후견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妻兄은 [저 상속재산에서]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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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ore expertem, quod emancupata esset Cluvio. Qua mente ista acc[eperis,
qua prae-]
acc[eperis, qua prae]

｜sentia Flach

(17)sentia animi restiteris, etsi afui, compertum habeo.

(18)Veritate caussam communem [t]utata es: testamentum ruptum non esse ut
[uterque potius]
[uterque potius] Mommsen 1863

(19)hereditatem teneremus quam omnia bona sola possideres, certa qui[dem
sententia]
qui[dem sententia] Mommsen 1863

(20)te ita patris acta defensuram ut, si non optinuisses, partituram cum s[orore
te adfir-]
s[orore te adfir]

｜mares CIL VI 1527

(21)mares; nec sub condicionem tutelae legitumae venturam, quoius per [legem
in te ius non]
[legem in te ius non] Mommsen 1863

(22)esset, neque enim familia[e] gens ulla probari poterat, quae te id facere
[iure cogeret];
familia[e] gens Mommsen 1863

[iure cogeret] Bücheler

(23)nam etsi patris testamentum ruptum esset, tamen iis qui intenderen[t, non
esse id]
intenderen[t, non esse id] Mommsen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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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될 것인데, 그녀는 클루비우스의 수권 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정신 상태로 저 일들을 겪었는지,
16)

어떤 경각심을 갖고서 원래대로 바로잡았는지, 비록 나는 부재했지만,
확실히 압니다.
17)

진실로써 당신은 공동의 소송을 [지]켜냈습니다: 유언장은 파훼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 각각은]
18)

당신이 혼자 점유했던 모든 재산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서 소
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확고한 의견을 갖고서,]
19)

당신은 부친의 기록을 방어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이 승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형과] 당신이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임을 [주장하고,]
20)

또한 [법적으로 당신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가 없는] 법정후견이라는
조건에 당신이 따르지 않을 것임을
21)

주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로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정당하게 강요할] 당신 가문의 씨족임이 증명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2)

실로 부친의 유언장이 파훼되었더라도, [청구했던 이들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지는 않으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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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ius, quia gentis eiusdem non essent.

(25)Cesserunt constantiae tuae neque amplius rem sollicitarunt: quo facto
[offici in patrem],
[offici in patrem] Wistrand

(26)pietatis in sororem, fide[i] in nos patrocinium succeptum sola peregisti.
fide[i] Mommsen 1863

(27)Rara sunt tam diuturna matrimonia, finita morte, non divertio in[terrupta:
contigit]
in[terrupta: contigit] Flach

(28)nobis ut ad annum XXXXI sine offensa perduceretur. Utinam vetust[a
coniunctio habu-]
vetust[a coniunctio habu]

｜isset Flach

(29)isset mutationem vice m[e]a, qua iustius erat cedere fato maiorem.

(30)Domestica bona pudici[t]iae, opsequi, comitatis, facilitatis, lanificii, stud[i
religionis]
laniificii, stud[i religionis] Flach 1979

(31)sine superstitione, o[r]natus non conspiciendi, cultus modici cur [dicam?
cur de cari-]
[memorem? cur dicam de cari]

｜tate Flach 1979

[dicam? cur de cari]

｜tate Li, sunju

(32)tate, familiae pietati, [c]um aeque matrem meam ac tuos parentes col[ueris
idemque]
col[lueris idemque] D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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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들은 같은 씨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연함에 굴복했고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써 당신은, [부친에 대한 의무,]
25)

26)

자매간 도의, 우리 서로 간 신의를 혼자 도맡아 수호하여 완수했습니다.

이토록 혼인이 오래 지속되는 일은 드문 경우로, 죽음으로 끝나고, 이
혼으로 중[단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27)

28)

은]

왠고하니, 우리는 41년 동안 충돌 없이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결합

내 차례로써 바뀌었어야 했는바, 연장자가 사망하는 것이 더 합당했으
니 말입니다!
29)

30)

집안의 덕, 즉 정숙함, 공손함, 친근함, 상냥함, 침선, 미신 아닌

31) [

조상숭]배, 소박한 외양, 적절한 차림새를 언급해야 할까요? [친애,]

가족 간의 도의를 말해야 [할까요?] 나의 모친을 당신의 부모마냥 섬
[기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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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illi quam tuis curaveris, cetera innumerabilia habueris commun[ia cum
omnibus]
commun[ia cum omnibus] Mommsen 1863

(34)matronis dignam f[a]mam co<l>entibus? Propria sunt tua quae vindico ac
[perpaucae]
co<l>entibus editores

[perpaucae in tempora] Vollmer/ Bücheler

[perpaucae] Li, sunju

(35)similia inciderunt, ut talia paterentur et praestarent, quae rara ut essent
[mulierum]
[mulierum] Vollmer

(36)fortuna cavit.
(37)Omne tuom patrimonium acceptum ab parentibus communi diligentia
cons[ervavimus];
con[servavimus] Mommsen 1863

(38)neque enim erat adquirendi tibi cura, quod totum mihi tradisti. Officia [ita
par-]

｜

[ita par] titi Mommsen 1863

(39)titi sumus ut ego tu[t]elam tuae fortunae gererem, tu meae custodiam
sust[ineres].
sust[ineres. multa] Mommsen 1863

sust[ineres] Li, sunju

(40)de hac parte omittam ne tua propria mecum communicem. Satis sit [hoc]
mi[hi tuis]
[hoc] mi[hi tuis] Mommsen 1863

(41)de sensibus [indi]casse.
[indi]casse Mommsen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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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식구처럼 보살핀 것 뿐 아니라, 기타 무수한 일에 있어서 당신
은 합당한 평판을 돌보는
33)

모든] 家母들과 공통점을 지녔는데도? 내가 援用하는 당신의 덕은 당
신에게 고유한 것이며, [극소수의 여성만이]
34) [

이런 덕들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으니, 이런 덕들은 [여성들이] 갖기
엔 드문 것으로
36) 운명은 조처했기 때문입니다.
35)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우리는] 공동으로 주
의를 기울여 보존하[였습니다.]
37)

당신은 그것을 취하고자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고 나에게 전적으로 넘
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이렇게]
38)

나누었는바, 나는 당신 재산의 후견을 맡고, [당신은] 내 재산의 관리
를 맡았습니다.
39)

이 점에 관해 나는 더 언급하지 않겠는바, 당신의 재산을 나와 함께
공유하려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씀씀이에 관해서는
40)

41)

나로서는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충분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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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Liberali]tatem tuam c[u]m plurimis necesariis tum praecipue pietati
praesti[tisti familiae].
[liberali]tatem Mommsen 1863

praesti[tisti familiae] Wistrand

(43)[Licet cum laude item qu]is alias nominaverit, unam dumtaxat simillimam
[tui]
[licet cum laude item qu]is CIL VI 1527

[tui

｜---h]abuisti Mommsen 1863

(44)[---h]abuisti sororem tuam; nam propinquas vestras d[ignas eiusmodi]
d[ignas eiusmodi

｜---of]ficiis Mommsen 1863

(45)[---of]ficiis domibus vestris apud nos educavistis. Eaedem u[t condicio-]
u[t condicio

｜nes aptas famili]ae Flach

(46)[nes aptas famili]ae vestrae consequi possent, dotes parastis, quas quide[m
a vobis]
quide[mm a vobis

｜constitutas comm]uni Mommsen 1863

(47)[constitutas comm]uni consilio ego et C. Cluvius excepimus et probantes
[liberalitatem,]
[liberalitatem,

｜ne vestro patrimo]nio Mommsen 1863

(48)[ne vestro patrimo]nio vos multaretis, nostram rem familiarem sub[didimus]
sub[didimus

｜nostraque praedia] Mommsen 1863

(49)[mus ac praedia nostra] in dotes dedimus. Quod non venditandi nostri
c[aussa rettuli,]
c[aussa rettuli,

｜sed ut illa consi]lia Mommsen 1863

(50)[sed ut illa consi]lia vestra concepta pia liberalitate honori no[s duxisse
consta-]
no[s duxisse consta

｜ret exequi de nos]tris Mommsen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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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아주 많은 지인들에게 [금전적 관대]함을 베풀었고, 특히나
도의의 의무를 지는 [가족에게] 베풀었습니다.
43) [어떤 이]가 다른 여인들을 [칭송하며] 거명한들, 당신은 [당신과] 가장
비견될만한 유일한 여인은
42) [

44) ...

을

처형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실로 [...에 적합한] 당신들의 친척 여성들

집안에서 하는 당신들의 의[무에...] 당신과 처형이 우리들 집안에서 가
르쳤습니다. 당신들 [가문에 합당한 조건을]
45)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혼인지참재산을 당신과 처형이 제공했는바, 그
것들은 실[로 당신들이]
46)

설정한 것으로,] 나와 클루비우스는 공[통된] 의견으로 그것들을 수령
하고, [관대함을] 인정하여
47) [

당신들이 [당신들의 父來財産상] 罰徵당하지 [않도록] 우리들 가문의
재산을 [끼워 넣어서,]
48)

혼인지참재산에 [우리 토지도] 냈습니다. 우리를 내세우[려고] 이 사실
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49)

오히려] 도의에 부합하는 관대함을 지닌 당신[들의 배]려가 우리를 명
예로 [이끌었다는 점이 확실해지도록,]
50) [

- 175 -

(51)[ret exequi de nos]tris.
(52)[Multa alia merit]a tua praetermittenda [mihi sunt...]
[multa alia merit]a tua praetermittenda [mihi sunt---] Flach

- desunt complures versus-

Col. 2.
(1a)....(U)XORIS
(2a)[Amplissima subsi]dia fugae meae praestitisti: ornamentis
[amplissima subsi]dia de Sanctis

(3a)[me instruxisti], cum omne aurum margaritaque corpori
[me instruxisti] Flach

(4a)[tuo detracta trad]isti mihi et subinde familia, nummis, fructibus
[tuo detracta trad]isti de Sanctis

(5a)[deceptis a]dversariorum custodibus apsentiam meam locupletasti.
[deceptis a]dversariorum Dessau

(6a)[periculis posthab]itis,- quod ut conarere virtus tua te hortabatur[periculis posthab]itis de Sanctis

(7a)[fortuna autem te m]unibat clementia eorum, contra quos ea parabas,
[fortuna autem te m]unibat de Sanctis

(8a)[inter quae nulla indigna v]ox tua est firmitate animi emissa.
[inter quae nulla indigna v]ox de Sanc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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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재산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52) [나머지 다양한 당신의 선]행에 대해서는 생략해야 하겠습니다...
-상당량 소실51)

비석 2]
(1a) [...아]내의
[

(2a)

로써

당신은 내가 피난할 때 [아주 풍부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귀중품들

(3a) [

서

나에게 채비를 갖춰 주었으니,] 모든 금붙이와 진주를 [당신의] 몸에

떼어내어] 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감시를 [속이고서,]
(5a) 노예들과 금전, 糧食으로써 여기 없었던 나를 풍성히 해주었습니다.
(4a) [

온갖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그것은 당신의 용기가 당신에게 시도하
도록 권유한 것으로,
(6a) [

어쨌든 운명은] 저들의 자비로써 [당신을 지]켜주었으니, 저들에 대항
하여 당신이 준비해둔 말은
(7a) [

(8a) [

니다.

어떤 비굴한 소리도 없는,] 확고한 결의에서부터 터져 나온 것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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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Tunc agmen ex confe]rtis hominibus a Milone, quoius domus emptione
[tunc agmen ex confer]tis Costa

(10a)[potitus eram cum ille esset] exul, belli civilis occasionibus inrupturum
[potitus eram cum ille esset] Durry

(11a)[et direpturum, prospere reiecist]i [atque defe]ndisti domum nostram.
[et direpturum, prospere reiecist]i [atque defe]ndisti Costa

- circiter decem versus desunt -

(0)[...]m extare[...]
(1)me patriae redditum a se, [na]m nisi parasses quod servar[et] cavens saluti
meae
[na]m Fabretti

(2)inaniter opes suas pollice[ret]ur. Ita non minus pietati tu[a]e quam Caesari
pollice[ret]ur Fabretti

(3)me debeo.

(4)Quid ego nunc interiora [no]stra et recondita consilia s[e]rmonesque arcanos
[no]stra Fabretti

(5)eruam? ut repentinis nu[nt]iis ad praesentia et inminentia pericula evocanu[nt]iis Mommsen 1863

(6)tus tuis consiliis cons[er]vatus sim? ut neque audac[i]us experiri casus
cons[er]vatus Fabr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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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밀로에 의해 모[집된] 노예들의 [무리를-] 나는 밀로의 집을
구입하여
(10a) [그가] 추방[당했을 때 차지할 수 있었던바-] 내전의 기회를 틈타 침
입하여
(11a) [약탈하려던 무리를 당신은 다행히도 내쫒았고,] 우리의 집을 [지켜]
냈습니다.
(9a) [

약 10줄 남짓 소실]
(0) [...] 남아있[...]
(1) 그(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나는 조국으로 복귀했지만, [실]로 만약 나의 안
녕을 담보하려는 당신이, [그의] 도움에 대비하여 준비해놓지 않았더라면,
[

그는 헛되이 자신의 원조를 제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
사르 못지않게 당신의 도의에도
(2)

(3)

나는 빚을 진 셈입니다.

내가 왜 지금 [우리] 속에 숨겨두었던 계획과 비밀스런 얘기를
(5) 들추어내겠습니까? 즉 긴급한 [전]갈을 받고 현존하는 임박한 위험으
로부터 당신의
(4)

계획으로 빠져나와 무[사]했던 나를? 무모하고 경솔하게 재난을 무릅
쓰는 것을
(6)

- 179 -

(7)temere passa sis et mod[es]tiora cogitanti fida receptacula pararis
mod[es]tiora Mommsen 1863

(8)sociosque consilioru[m t]uorum ad me servandum delegeris sororem
consilioru[m t]uorum Mommsen 1863

(9)tuam et virum eius C. Clu[viu]m, coniuncto omnium periculo? infinita sint,
Clu[viu]m Fabretti

(10)si attingere coner. Sat[is si]t mihi tibique salutariter m[e latuisse].
sat[is si]t Vollmer

m[elatuisse] Mommsen 1863

(11)Acerbissumum tamen in vi[ta] mihi accidisse tua vice fatebo[r, reddito me
iam]
in vi[ta] Mommsen 1863

fatebo[r, reddito me iam] Siebourg

(12)cive patriae beneficio et i[ud]icio apsentis Caesaris Augusti, [quom abs
te---]
i[ud]icio Fabretti

[quom abs te---] Flach

(13)de restitutione mea M. L[epi]dus conlega praesens interp[ellaretur et ad
eius]
L[epi]dus Fabretti

interp[ellaretur et ad eius] Mommsen 1863

(14)pedes prostrata humi n[on] modo non adlevata, sed tra[ducta et indignum
in]
n[on] Fabretti

tra[ducta et indignum in] Flach

(15)modum rapsata, livori[bus c]orporis repleta, firmissimo [animo eum
admone-]
livori[bus c]orporis Fabretti

[animo eum ad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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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Mommsen 1863

당신은 허용하지 않았고, 더 적[절]한 것을 생각하도록 믿을만한 피난
처를 준비하는 한편,
(7)

나를 지키도록 당[신] 계획의 동반자들을 선별하여, 처형과
(9) 동서 클루[비우스]를 골랐던 당신을? 모든 사람들의 위험이 엮여있는
데도 말입니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8)

내가 알리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나에게나 당신에게나, 내가 안전하게
[숨어있었다는] 사실로 충분[할 것]입니다.
(10)

그럼에도 나로서는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을, 오히려 당신 때문에 겪
었다고 고백하노니, [내가]
(11)

조국의 시민으로 [복귀했을 때] 그것은 그 때 부재중이던 카이사르 아
우구스투스의 施惠와 판[결]로써 말미암은 것인즉, [당신은] (아우구스투스
의)
(12)

(13)

(14)

동료인 레[피]두스에게 나의 복권에 대해 간[청하고, 그의] 발을 [향해]
흙에 엎드려서 부축받기는커[녕,] 끌[려가서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나가 몸에 멍이 [들]면서까지 굳센 [결의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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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res edicti Caesaris cum g[r]atulatione restitutionis me[ae auditisque verbis
eti-]

｜

me[ae auditisque verbis eti] am CIL 1527

(17)am contumeliosis et cr[ud]elibus exceptis volneribus pa[lam ea praeferres],
cr[ud]elibus Fabretti

pa[lam praeferres] Mommsen 1893

(18)ut auctor meorum peric[ul]orum notesceret. Quoi no[cuit mox quod fecit].
peric[ul]orum Fabretti

no[cuit mox quod fecit] Mommsen 1893

(19)Quid hac virtute efficaciu[s], praebere Caesari clementia[e locum et cum
cu-]
clementia[e locum et cum cu]

｜stodia Mommsen 1863

(20)stodia spiritus mei not[a]re inportunam crudelitatem [Lepidi firma tua]
[Lepidi firma tua] Flach

(21)patientia

(22)Sed quid plura? Parcamu[s] orationi, quae debet et potest e[sse brevis, ne
maxu-]
e[sse brevis, ne maxu]

｜ma Bayer

(23)ma opera tractando pa[r]um digne peragamus, quom pr[o documento]
pr[o documento] Mommsen 1863

(24)meritorum tuorum oc[ulis] omnium praeferam titulum [salutis meae].
oc[ulis] Mommsen 1863

[salutis meae] F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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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복권에 대한 축[하]가 적힌 카이사르의 고시문을 상기시키고,
[모욕적이기까지 한 언사와]
(16)

잔[인]한 상처를 입으면서도, 당신은 명[명백백히 그것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17)

그래서 내 위[기]의 장본인이 알려졌고, 그(레피두스)에게 [곧 그가 행
한 바는] 해[가 되었습니다.]
(18)

이 용기보다 더 센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이사르에게 자비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19)

내 생명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당신의 확고한] 인내심으로써 [레피
두스]의 냉혹한 잔인함을
(20)

낙인찍는 것 말고 말입니다.
(22) 하지만, 무엇을 더? [간략해야] 하고 [간략]할 수 있는 말은 줄입시다.
(21)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루면서 격에 맞지않게 계속하지 [않도록] 말
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功績[목록을] 대신하여 나는
(23) [

모든 이의 눈[앞에,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하나의 功을
내놓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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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acato orbe terrarum, res[titut]a re publica quieta deinde n[obis et felicia]
res[titut]a Marini

n[obis et felicia] Mommsen 1863

(26)tempora contigerunt. Fue[ru]nt optati liberi, quos aliqua[mdiu sors nobis
invi-]

｜

fue[ru]nt Fabretti

aliqua[mdiu sors nobis invi] derat Mommsen 1863

(27)derat. Si fortuna procede[re e]sset passa sollemnis inservie[ns, quid utrique
no-]
procede[re e]sset Fabretti

inservie[ns, quid utrique no]

｜strum Mommsen 1863

(28)strum defuit? Procedens a[li]as spem <f>iniebat. Quid agitav[eris propter
hoc quae-]
a[li]as Fabretti

<f>iniebat editores

agitav[eris propter hoc quae]

｜que Mommsen 1863

(29)que ingredi conata sis, f[or]sitan in quibusdam feminis [conspicua et
memorabi-]
f[or]sitan Fabretti

[conspicua et memorabi]

｜lia Flach

(30)lia, in te quidem minime a[dmi]randa, conlata virtutibu[s tuis reliquis,
praetereo].
a[dmi]randa Fabretti

virtutibu[s tuis reliquis, praetereo] Mommsen 1863

(31)Diffidens fecunditati tuae [et do]lens orbitate mea, ne tenen[do in
matrimonio]
[et do]lens Fabretti

tenen[do in matrimonio] Mommsen 1863

(32)te spem habendi liberos [dep]onerem atque eius caussa ess[em infelix, de
divertio]
[dep]onerem Fabretti

ess[em infelix, de divertio] Mommsen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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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평화가 회[복되고,] 나라가 재건되자,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도
평온하고 행복한] 시절이
(25)

(26)

를

생겼습니다. 자손들을 바랐[었]지만, 그들에 관해서는 오랜 동[안 운이 우리

시]기했습니다. 만일 엄정한 운명이 도[와] 잘되는 것을 용인했[더라면
우리 둘 각각에게 뭐가]
(27)

부족했겠습니까? 운명은 다[른] 쪽으로 나아가서 희망을 끝냈습니다.
[이 일로 당신은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28)

또 당신은 저 일(입양?)을 얼마나 시도했습니까? 저 일은 어떤 여인들
에게서는 [눈에 띄고 기억할만한 일이겠지만,]
(29)

당신의 나머지 덕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에게서는 전혀 놀[라]운 일
이 아니었음은 [지나가고자 합니다.]
(30) [

당신은 당신의 가임능력을 깊이 의심하고서 나의 자식없음에 [괴로]
워하여, [내가] 당신과 혼인을 유지하기[에]
(31)

자식을 얻는 희망을 [버]리고, 그래서 그 이유로 [내가 불행해질까봐,
당신은 이혼에 대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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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elocuta es vocuamque [do]mum alterius fecunditati t[radituram, non alia]
[do]mum Fabretti

t[radituram, non alia] Mommsen 1863

(34)mente, nisi ut nota con[co]rdia nostra tu ipsa mihi di[gnam et aptam con-]
notá Flach

con[co]rdia Fabretti

di[gnam et aptam con]

｜dicionem Wistrand

(35)dicionem quaereres p[ara]resque ac futuros liberos t[e communes pro-]

｜

p[ara]resque Fabretti

t[e communes pro] que Mommsen 1863

(36)que tuis habituram adf[ir]mares, neque patrimoni nos[tri, quod adhuc]
adf[ir]mares Fabretti

nos[tri, quod adhuc] Mommsen 1863

(37)fuerat commune, separa[ti]onem facturam, sed in eodem [arbitrio meo id]
separa[ti]onem Fabretti

[arbitrio meo id] Mommsen 1863

(38)et, si vellem, tuo ministerio [fu]turum: nihil seiunctum, ni[hil separatum te]
[fu]turum Fabretti

(39)habituram,

ni[hil separatum te] Mommsen 1863

sororis

soc[rusve]

officia

pietatemque

mihi

d[einceps

praestituram.]
soc[rusve] Mommsen 1863

d[einceps praestituram] Mommsen 1863

(40)Fatear necessest adeo me exa[rsi]sse,

ut excesserim mente, adeo

[exhoruisse cona-]
exa[rsi]sse Degenkolb

[exhoruisse cona]

｜tus Wistrand

(41)tus tuos ut vix redderer [mi]hi. Agitari divertia inter nos, [ante quam
nobis]
[mi]hi Fabretti

[ante quam nobis] F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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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했습니다. 당신은 임신이 가능한 다른 여인에게 텅 빈 [집]을 넘
[기고자하였으니, 다름 아니라]
(33)

우리의 화목함이 잘 알려진 대로, 바로 당신 자신이 나의 격[에 맞고
합당한 조건을 갖춘 여인을]
(35) 찾아 준[비]하고, 미래의 자손을 [공동의] 자손으로, [마치]
(34)

(36)

당신의 자손으로 여기기로 단[언]했습니다. 우[리]의 상속재산은, [지

금껏]

공동소유였으며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동일하게 [나의 권
한 하에 그것을 두고,]
(37)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당신의 관리 하에 [둘] 것이라고: [결코 당
신은 그것을] 떼내어 [분리된 것으로]
(38)

여기지 않을 것이고, 누이[나 장모의] 역할, 즉 가족 간의 도의를 나에
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39)

고백컨대, 나로서는 매우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잃었으니, 당신의
(40)

시[도에 전율하여,] 거의 정신이 나갈 뻔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선 이
혼이 논란되었으며, 그것은 숙명에 따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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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f>ato dicta lex esset- poss[e te a]liquid concipere mente, qua[re viva me
desineres]
<f>ato editores

poss[e te a]liquid Mommsen 1863

qua[re viva me desineres] Mommsen

1863

(43)esse mihi uxor, cum paene [e]xule me vita fidissuma perman[sisses]!
perman[sisses] Mommsen 1863

(44)Quae tanta mihi fuerit cu[pid]itas aut necessitas habendi li[beros, ut
propterea]
cu[pid]itas Fabretti

li[beros, ut propterea] Mommsen 1863

(45)fidem exuerem, mutare[m c]erta dubiis? Sed quid plura? [Coniunx
remansisti]
mutare[m c]erta Fabretti

[coniunx remansisti] Della Corte 1951

(46)aput me; neque enim ced[er]e tibi sine dedecore meo et co[mmuni
infelici-]
ced[ere] CIL VI 1527

co[mmuni infelici]

｜tate Mommsen 1863

(47)tate poteram.

(48)Tibi vero quid memorabi[lius] quam inserviendo mihi c[onsilium habuisse
te]
c[onsilium habuisse te] Arangio-Ruiz dubitanter

(49)ut quom ex te liberos ha[b]ere non possem, per te tamen [haberem et
diffi-]

｜

[haberem et diffi] dentia Mommsen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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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되기 [전으로, 당신은]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도 있었던바,
내 생전에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나의] 아내임을
(42)

그칠 지를] 말입니다, 내가 추[방]당해 거의 삶을 잃게 된 당시, [당신
은] 매우 신실하게 머물[렀건만!]
(43) [

자[손을] 얻고자하는 욕[구] 혹은 필요가 나에게 그다지도 커서, [그
때문에 내가]
(44)

신의를 저버릴, 확[실]한 것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대체할 사람입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반려자로 계속 머물렀습니다,]
(45)

우리 집에서 말입니다. 실로 나는 나의 수치와 우리 공[통의 불행] 없
이 당신에게
(46)

(47)

동조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실로 당신에 대하여 이보다 [더] 기억할 만한 것은 없으니, 당신은 나
를 섬기면서 [마음먹기를,]
(48)

비록 당신에게서 내가 자손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당신을
통해서 [얻도록,]
(49)

- 189 -

(50)dentia partus tui alteriu[s c]oniugio parares fecunditat[em]?
alteriu[s c]oniugio Fabretti

fecunditat[em] Mommsen 1863

(51)Utinam patiente utriusqu[e a]etate procedere coniugium [potuisset, donec
e-]
utriusqu[e a]etate Fabretti

｜

[potuisset donec e] lato Mommsen 1863

(52)lato me maiore, quod iu[sti]us erat, suprema mihi praesta[res, ego vero
super-]
iu[sti]us Fabretti

praesta[res, antea vero super]

｜stite Huschke

(53)stite te excederem, orbitat[i f]ilia mihi supstituta.
orbitat[i f]ilia Huschke

(54)Praecucuristi fato. Delegast[i] mihi luctum desiderio tui nec libe[ros foturos
mise-]
libe[ros foturos mise]

｜rum Wistrand

(55)rum reliquisiti. Flectam ego quoque sensus meos ad iudicia tu[a et monita
tua sequar].
tu[a et monita tua sequar] Wistrand

(56)Omnia tua cogitata praescri[p]ta cedant laudibus tuis, ut sint mi[hi solacio
ne nimis]
mi[hi solacio ne nimis] Wistrand

(57)desiderem quod immort[ali]tati ad memoriam consecrat[um est omnium].
immort[ali]tati Fabretti

consecrat[um est omnium] Ger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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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임능력을 [불]신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합]으로 후[손들]을
준비할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50)

바라건대, 우리 각각의 수명이 혼인생활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면!]
(51)

연장자인 내가 떠나고, 그것이 더 정[당]한 것이었는바, [당신이 내 장
례를 치러야 하고, 실로]
(52)

나는 당신이 [살아남]아있을 때 떠나야 했습니다. 무자식인 [나에게]
당신이 나의 딸처럼 된 채로 말입니다.
(53)

운명에 의해 당신이 앞서갔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여읜 나를 비탄에
맡기고, [자식 없는 나를 불]행하게
(54)

남겨 두었습니다. 나 또한 내 감정을 당신의 명령에 따라 바꾸고 당신
[의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
(55)

당신이 꾀한 모든 계획과 명한 모든 조치들로 하여금 당신을 칭송하
게 합시다. 그것은 나에[게 위안이 되어 내가 지나치게 그리워하지]
(56)

않게 하며,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불멸토록 봉헌해 둔 것이기 때문
입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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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8)Fructus
vitae tuae non derunt mihi. Occurrente fama tua firma[tus animo
atque]
firma[tus animo atque] Flach

(59)doctus actis tuis resistam fo[rt]unae, quae mihi non omnia erip[uit, cum
laudi-]
fo[rt]unae Fabretti

erip[uit, cum laudi]

｜bus Mommsen 1863

(60)bus crescere tui memoriam [pas]sa est. Sed quod tranquilli status e[rat
mihi, tecum]
[pas]sa Fabretti

e[rat mihi, tecum] Vollmer

(61)amisi, quam speculatricem e[t p]ropugnatricem meorum pericul[orum
cogitans calami-]
e[t p]ropugnatricem Fabretti

｜

pericul[orum cogitans calami] tate Mommsen 1863

(62)tate frangor nec permane[re] in promisso possum.
permane[re] Fabretti

(63)Naturalis dolor extorquet const[an]tiae vires: maerore mersor e quibu[s
angor luctu]
const[an]tiae Fabretti

quibu[s angor luctu taedioque] Mommsen 1863

quibu[s angor luctu]

Li, sunju

(64)in necutro mihi consto: repeten[s p]ristinos casus meos futurosque eve[ntus
timens con-]
repeten[s p]ristinos Fabretti

｜

eve[ntus timens animo con] cido Wistrand

｜

con] cido Li, s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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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us timens

당신의 삶이 이룬 과실은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명성을 만날 때 [나는 내 마음을] 다잡고
(58)

당신의 행적을 본받아 운명에 맞설 것인즉, 운명은 나에게서 모든 것
을 빼[앗지는 않았으며, 칭송과 더불어]
(59)

당신에 대한 기억이 커지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던]
평온한 상태를, 나는 [당신과 함께 (모두)] 잃었습니다.
(60)

(61)

나의 위험에 대한 감시자이[자] 방어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62)

재]난에 꺾였으며, 약속했던 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고통이 평[정]심이라는 힘을 비틀었습니다: 나는 근
심에 빠져 들었고, [비탄에 짓눌려]
(63)

그 어디에서도 나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재난들을 복기하고
다가올 사[건들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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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cido. Mihi tantis talibusque pr[aesi]diis orbatus, intuens famam tuam n[on
tam par pa-]
pr[aesi]diis Fabretti

n[on tam par pa]

｜tiendo Vollmer

(66)tiendo haec quam ad desider[ium] luctumque reservatus videor.
desider[ium] Fabretti

(67)Ultimum huius orationis erit omn[ia] meruisse te neque omnia contigisse
mi[hi ut darem]
omn[ia] Fabretti

mi[hi ut darem] Vollmer

(68)tibi. Legem habui mandata tu[a]; quod extra mihi liberum fuerit
pr[aestabo].
pr[aestabo] Mommsen 1863

(69)Te di manes tui ut quietam pat[ia]ntur atque ita tueantur opto.
pat[ia]ntur Fabr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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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집니다. 그토록 크고 많은 원[조]를 잃은 나로서는, 당신의 명성
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차분히 견디기보다는,]
(65)

(66)

차라리 그리움과 비[탄]에 잠겨있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연설의 끝이 되겠으니, 모든 것은 당신 덕이었고, 내가 당신에게
[베풀 일은] 일절 일어나지
(67)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위임한 사항을 법률로 여겼으며, 그 외에
나는 내가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68)

(69)

혼령들이 당신에게 평온함을 허[락]하고, 또 그렇게 돌보기를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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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무르디아 칭송 Laudatio Murdiae 비문 원문 및 全文번역 : CIL VI 10230 =
ILS 8394= FIRA2 III, 70

(1) Murdiae L.f.matris
(2) sed propriis viribus adlevent cetera, quo firmior

(3) probabilioraque sint.
(4) Omnes filios aeque fecit heredes partitione filiae data. Amor

(5) maternus caritate liberum, aequalitate partium constat.
(6) viro certam pecuniam legavit, ut ius dotis honore iudici augeretur.

(7) Mihi revocata memoria patris eaque in consilium et fide sua ad(8) hibita aestumatione facta certas res testamento praelegavit,
(9) neque ea mente, quo me fratribus meis quom [e]orum aliqua
[e]orum Mommsen 1887

(10) contumelia praeferret: sed, memor liberalitatis patris mei,
(11) reddenda mihi statuit, quae iudicio viri sui ex patrimonio
(12) meo cepisset, ut ea u[s]u suo custodita proprietati meae restiu[s]u Mommsen 1887

(13) tuere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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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우스의 딸인 어머니 무르디아에게
(2) 그러나 그들이 합당한 영향력으로써 나머지 것들을 약화시키고, 그만
큼더
(3) 확실하게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말입니다.
(4)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분유방식의 유증을 통해, 모든 자식들을 공평하
게 상속인으로 만드셨습니다.
(5) 어머니의 사랑이란, 자식들에 대한 자애와 상속분의 공평성에서 성립합니다.
(6) 남편에게는 일정량의 금전을 유증하셔서, 혼인지참금에 대한 권리가
유언에 기한 명예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7) 저에게는, 제 부친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시고, 그 사안을 고려하여 신
의를
(8) 갖고서 평가하신 후, 일정량의 재산을 유언장에 優先유증하셨는바,
(9) 저의 형제들에게 어떤 모욕인바, 그들보다 저를 우선시하려는 것이 아
니라,
(10) 제 부친의 관대함에 대한 기억으로,
(11) 저의 상속재산 중, 부친의 결정에 의해 어머니가 취하셨던 부분을
(12) 저에게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셨는바, 사용수익하시며 관
리하셨던 부분이
(13) 제 재산으로 원상회복되도록 말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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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nstitit ergo in hoc sibi ipsa, ut a parentibus dignis viris data

(15) matrimonia opsequio probitate retineret, nupta meriteis gra(16) tior fieret, fide carior haberetur, iudicio ornatior relinquere
(17) tur, post decessum consensu civium laudaretur, quom discriptio
(18) partium habeat gratum fidumque animum in viros, aequalia(19) tem in liberos, iustitiam in veritate.

(20) Quibus de causeis [q]uom omnium bonarum feminarum simplex simi(21) lisque esse laudatio soleat, quod naturalia bona propria custo(22) dia servata varietates verborum non desiderent, satisque sit
(23) eadem omnes bona fama digna fecisse, et quia adquirere

(24) novas laudes mulieri sit arduom, quom minoribus varieta-

(25) tibus vita iactetur, necessario communia esse colenda, ne quod

(26) amissum ex iustis praecepteis cetera turpet.

(27) Eo maiorem laudem omnium carissima mihi mater meruit, quod
(28) modestia probitate pudicitia opsequio lanificio diligentia fide
(29) par similisque cetereis probeis feminis fuit, neque ulli cessit vir(30) tutis laboris sapientiae periculorum praecipuam aut c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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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의 사항에 있어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부모에 의해 훌륭
한 남편들과
(15) 맺은 혼인을 순종과 덕성으로 유지하고, 부인으로서는 행실로 더
(16) 사랑받고, 신의로 더 존중받고, 판단력으로 인해 더 뛰어난 인물로
(17) 남겨지도록, 사망 후에는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칭송받게끔,
(18) 相續分에, 남편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신뢰를,
(19) 자식들에 대해서는 공평함을, 언행일치 속 正義를 분배해 놓으셨으니
말입니다.
(20) 이 이유들로, 무릇 모든 훌륭한 여성들에 대한 칭송은 단순하고
(21) 유사한바, 재산관리에 적합한 천성적인 훌륭함이 보존된 경우,
(22) 장황한 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음으로 충분한바,
(23) 모든 여성들은 훌륭한 명성에 걸맞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행했다는
점,
(24) 그리고 새로운 칭송을 얻는 것은 기혼여성에게는 어렵다는 점, 왜냐
하면
(25) 삶이 소수의 변화 속에서 영위되므로, 공통적인 것들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26) 정당한 규범에서 어떤 것을 빠뜨려서, 다른 점까지 손상시키지 않도
록 말입니다.
(27) 그 점에 있어서 어머니는 모든 여성들 중 가장 칭송받을 만하셨으니,
(28) 실로, 절제, 정직, 정숙, 순종, 길쌈, 근면, 신의에 있어서,
(29) 나머지 훌륭한 여성들과 같거나 유사하셨기 때문이며, 그 누구에게도
(30) 덕, 근면, 지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뛰어난 혹은 확실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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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다수미우스 유언

“

Testamantum Dasumii” (Matthews

의 복원기준

(2010)

pp.124-133) : CIL VI, 10229 (p 3502) = FIRA2 III 48 = AE 1976, 77 = AE

1978, 16 = AE 1983, 94 = AE 1989, 39 = AE 1991, 76 = AE 1996, 93 = AE
2005, 191 = Eck-1993, p 189

원문 및 全文 번역

(1) [Test]amentum fe[cit
(2) ----, filia mea, quae af]fectum praestitit et mei m[emor(-iam)(?) ...ex
semisse mihi
(3) heres esto.---,--f(ilius),]amicus rarissimus, si intra t[riginta(?) proximos dies
quibus sciet
(4) poteritque pollicitus erit se nome]n meum laturum posterosque [suos laturos
ex triente heres esto
(5) (Tunc) Domitia---- mearum fortu]narum ex uncia, Dasumia [Polla ex uncia
mihi heredes sunto
(6) iique cernunto in diebus C pro]ximis quibus scient poterint[que. Si non
creverint, exheredes
(7) sunto. Si----, filia mea p]ientissima mihi heres non [erit vel si quo casu
humanitus impedita
(8) fuerit, tunc Iulia Paulina (?)f]ilia Serviani ex sescuncia, D[----ex sescuncia
mihi here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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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했[다.
(2) 나의 딸이,] 존경을 바치고 나를 기[억(?)하..... 재산의 1/2의
(1) [

상속인이 되어라.---, 아들,] 아주 귀한 친구, 만일 그가 [30일] 이내로,
[즉 이 사실을 알고,
(4) 알 수 있는 그 기한 내로, 내 이름을 취하기로 약속하고] 그의 자손들
도 그러할 경우, [재산의 1/3의 상속인이 되어라.
(5) (그 다음으로) 도미티아가--- 내 재]산의 1/12의, 다수미아 [폴라가 1/12
의 상속인이 되어라.
(6) 그들이] 알고 알 수 있는 [100일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상속폐제
(7) 하도록 하라.] 효성이 지극한 [내 딸이] 상속인이 되지 않을 [경우, 혹
어떤 운명에 가로막힐
(8) 경우, 그 때는 율리아 파울리나(?), 세르비아누스의 딸이 1/8의 상속인
이, D[---가 1/8의 상속인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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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unto. Si---- amic]us meus heres non erit, Iu[----ex (...)
(10) et ------ex(...)m]ihi heredes sunto. Si Domitia [----mihi heres non erit,----

(11) ----ex (...) m]ihi heres esto. Si Dasumia Polla [mihi heres non erit,---

(12) ----ex (...) mihi heres e]sto. iique cernunto in diebus LX p[roximis quibus
scient poterintque.
(13) Quod ni quisquam eorum] creverit, tunc Syneros serv⸢u⸣s[meus heres
liberque esto.
(14) Quisquis mihi heres erit amicis] infra scriptis quod cuique hoc [testamento
dari legari iussero
(15) dare damnasque esto singul]is auri p(ondo) libras: Iuliae Paulinae[

(16) -------]no, Volusio Iuliano, Fabiae Balbin[i

(17)----]Secundo, Cornelio Pusioni, Atili[o-(18) A]uspicato singulis auri p.li(bras) X: Aem[ilio--(19) Mi]nicio Iusto, Fabullae Asiatici, Te[tti(en)o---

(20) I]unio Avito, Pontio Laeliano [
(21) P]etronio Crescenti, Ianuari[o-(22)---]o Nepoti, Tullio Varroni, Sat[--(23)---]nniano, Appuleio Nepoti, Re[----(singulis auri p.li(bras) V): (et am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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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라. 만일 ---내 친구]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경우, Iu[가 1/(...)의--(10) 그리고 -----1/(...) 의]상속인이 되어라. 만일 도미티아가 [상속인이 되
지 않을 경우,---(11) ----1/(...)의] 상속인이 되게 하라. 만일 다수미아 폴라가 [상속인이 되
지 않을 경우,--(12) ----1/(...)의 상속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알 수 있는] 60일
[이내에 상속승인하게]하라.
(13) 그들 중 아무도 ]권리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때는 [나의] 노예 쉬네로
스가 [상속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라.
(14) 나의 상속인이 되는 자는 누구라도 이 친구들] 즉, 아래 이름이 기입
된 자들에게 이 [유언장을 통해 내가 상속하고 유증하라고 명하는 것을
(15) 상속하고 각각에게 할당된] 금을 무게달아 li(bra)씩 [주는 책임을 이행
할 의무를 지도록 하라]: 율리아 파울리나에게[
(16) --]누스에게, 볼루시우스 율리아누스에게, 발비누[스의 부인] 파비아에
게[--(17) --]세쿤두스에게, 코르넬리우스 푸시오에게, 아틸리[우스 ---에게
(18) 아]우스피카투스에게 각각 무게달아 금10 li(bra)씩을:아이[밀리우스---에게
(19) 미]니키우스 유스투스에게, 아시아티쿠스의 부인 파불라에게, 테[티
(에누)스---에게
(20) 유]니우스 아비투스에게, 폰티우스 라엘리아누스에게[
(21)페]트로니우스 크레스켄투스에게, 야누아리우스[---]에게
(22) --]우스 네포스에게, 툴리우스 바로에게, 샅[--(23) --]니아누스에게, 아풀레이우스 네포스에게, 레[---(각각 무게달아 금5
li(bra)씩을): (그리고 아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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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nfra scriptis)? Sall]ustio Acantho, Fabio Rustico [

(25) ---]co, Agris Phoebo et Servato[
(26) Val]erio Hermeti, Otacilio Or[--(27) ?Pro]culo iurisconsulto, Ateio M[--(28) ---]no, Cornelio Seni, Iulis Threp[to et ---

(29)---]oro adfini meo den. M. CXXV co[niunctim?
(30) Quisquis mihi heres heredesve erit eruntve rogo fideiq]ue eius eorumque
com(m)itto u[t...
(31) sub inscriptione nominis m]ei consecrent; Cordubae it[em...
(32) sub inscrip]tione nominis mei consec[rent
(33) Volo et iubeo ut] opera supra scripta fiant [eius eorumque arbitratu

(34) qui mihi heredes erunt fidei]que eius eorumque commit[to ut omnia
(35) ita ut scriptum] est. Dasumiae Tyche nutric[i do lego

(36) ] Venugum Arrum piscator[es
(37) et (...) quae] elegerit praeterquam den. C[
(38) argenti es] cari et potori ex meo quod e[legerit
(39) ?chartam si]ve philuram calculatoriam[
(40) ---e]t Sabinum notarium et My[----(41) rat]ionibus redditis cum cont[ubernalibus suis liberos esse v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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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기입된 친구들에게)? 살루]스티우스 아칸투스에게, 파비우스
루스티쿠스에게 [
(25) --]쿠스에게, 아게르 포이부스와 아게르 세르바투스[
(26) 발레]리우스 헤르메스에게, 오타킬리우스 오르[--(27) ]법률전문가 [프로]쿨루스?에게, 아테이우스 M[--(28) --]누스에게, 코르넬리우스 세넥스에게, 율리우스 트렙투스 [와] 율리
우스 [-(29) 인척 [—]루스에게 1125 데나리우스를 공[동으로?
(30) 나는 나의 상속인 혹은 상속인들이 될 자들에게 요청하고] 그와 그들
의 신의에 맡기는 [바, ...
(31) 내 이름을 새겨서] 봉헌하라; 마찬[가지로] 코르두바에 [...
(32) ] 내 이름을 [새]겨 봉헌하[라
(33) 나는 원하고 명하노니,] 상기 기술된 사항들이 [나의 상속인이 될 자
혹은 될 자들의 감독 하에] 행해지도록 하라.
(34) ] 그리고 그 혹은 그들의 [신의]에 맡기[는바, 모든 것이
(35) 기술된 대로 행해지도록 말]이다. 유모인 다수미아 튀케에게 [나는 주
고 유증하는 바,
(36) ] 漁父 베누구스, 아루스를[
(37) 그리고 .... 그녀가] 선택하는 것을, 100[..]데나리우스를 제외하고도 [
(38) 銀 식]기 그리고 내 은 잔 중에서 그녀가 [선택하는 것을
(39) ?종이 혹]은 보리수 껍질로 된 계산용[
(40) 그리]고 서기 사비누스 그리고 뮈[--(41) (상속인과) 회]계보고 후, 그들의 동거[인들과 함께 그들이 해방자유
인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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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 cocum et Grammicum c[ellarium(??)
(43) ---] et Diadumenum notarium[
(44) (et)---]onem sumptuarium ration[ibus redditis cum contubernali sua,
(45) ita ut eam in m]atrimonio habeat fidele. Iu[beo
(46) in a]rculis pusillis componi. Tu[
(47) C]olono lib(erto) den. m(ille), Dasumiae Sy[

---lib(ertae) (den).m.?

(48) ---li]b. m.; Heliopaedi lib. den. m.; Ca[--- lib. (m.)

(49)---lib. et ---lib.] singulis m.; Eurotae lib. (den.) [m.?

(50) volo dar]i. Eros vestiarius ratione u[t oportet reddita

(51) ---paeda]gogus ratione reddita, Pho[ebus---, rationibus
(52) redditis liberi sunto. Si que]m ex his alio scripto liberum [esse vetuero, is
liber ne esto.

(53) Quodcum]que vicensimae nomine e[x lege publica debebitur
(54) propter eos omn]es quos liberos esse iussi, eo s[oluto iis qui solverint
meos
(55) reddere volo fideique it]em eorum commito. Quis[quis mihi heres
heredesve erunt
(56) dent tri]buant concedant sine ull[a controversia
(57) ho]c amplius den.mil. V et hoc amp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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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와 창[고지기(??)] 그라미쿠스 [
(43) ---]그리고 서기 디아두메누스 [
(44) (그리고) ---] 회계인을 (상속인과) 회계[보고 후 그의 동거녀과 함께
(45) ] 충실한 혼인을 [하도록 말이다.] 명[하노니,
(46) 小]櫃에 보관하도록 하라. 투[
(47) ] 해방자유인 [콜]로누스에게 1000데나리우스를, [해방자유인여성 다
수미아] 쉬[-에게 1000(?) 데나리우스를
(48) 해방자유인---]에게 1000 데나리우스를; 해방자유인 헬리오파이스에게
1000 데나리우스를; 카[--해방자유인에게 (1000) 데나리우스를
(49) --해방자유인에게 그리고 —해방자유인] 각각에게 1000데나리우스 씩
을 ; 해방자유인여성 에우로타스에게 [1000? (데나리우스)를
(50) 주기를 나는 원한]다. 의복제작자 에로스는 (상속인과) 회계 [보고 후
반드시
(51) ---가]정교사는 (상속인과) 회계보고 후, 포[이부스----, (상속인과) 회계
(52) 보고 후, 자유인이 되도록 하라. 만일] 이들 중 [내가 어떤 이]를 다른
문기로써 해방자유인이 [되는 것을 금할 경우, 그는 해방자유인이 되지 못
하게 하라.
(53) ] 1/20 명목으로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54) 저들 모]두, 즉 내가 해방자유인이 되도록 명했던 자들을 위해, 해당
금액을 [저자들이 지불한 후, 내 상속인들이
(55) 그 금액을 (저들에게) 되돌려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들의 신의에 맡긴다. 누구라도 나의 상속인이 되거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은
(56) ] 어떤 [쟁송도 없게끔, 주고 분]배하고 양도하라 [
(57) 이]에 덧붙여 5000 데나리우스를, 그리고 이에 덧붙[여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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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ncillae] cum primum manumissa [fuerit do legoque
(59) a]rculam, Thallum ornato[rem
(60) Heres heredesve supra nomin]ati dent tribuant concedan[t sine ulla
controversia
(61) Thau]masto Anatellonti liberti[s in singulos annos quamdiu quis
(62) eorum vivet initio cuiusque an]ni vestiari nomine singul[is d.(-). (heres

(63) heredesque supra nominati) Te]rpno Achilli Heliopaedi lib[ertis initio
cuiusque anni
(64) vestiarii nomine singulis in sing]ulos annos quamdiu quis eo[rum vivet
d.(-), -- et-(65) libertis in singulos annos quamdi]u quis eorum vivet initio c[uiusque
(66) anni vestiarii nomine singulis d.(-) danto cura]ntove dare. Infra scriptis
c[ondicionibus do lego------,
(67) uxori meae pientissimae patera]m auream meam maxima[m....
(68) et---quae------es]t et Diadumenum cubicul[arium
(69) et------e]t Stephanum dropacatorem [?et-----(70) et-----]orem et Faustum sutorem e[t -----(71) ?et... mearum fa]mularum quae elegerit cum [liberis?...
(72) Do lego? uxori meae pienti]ssimae hoc amplius Ephaphro[ditum---

(73) ----]tum medicum, Philocyrium [--(74) simulacra? aure]a et argentea omnia et ima[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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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녀에게] 그녀가 해방되는[ 즉시 나는 주고 유증하는바,
(59) ]궤를, 장식[사] 탈루스를 [
(60) ] 위에 거[명된 상속인 혹은 상속인]들은 [어떤 쟁송도 없게끔] 주고
분배하고 양도하라 [
(61) 타우]마스투스, 아나텔론 해방자유인들[에게 매년, 그들 중
(62) 생존한 자에게 매해의 시작]에 의복 명복으로 각각에[게 (-)데나리우스
를 (상속인
(63) 그리고 상속인들로서 위에 거명된 자들은) 테]르프누스, 아킬우스, 헬
리오파이스 해방자유인[들에게 매해의 시작에
(64) 의복 명목으로 각자에게 매]해 [그들 중 생존한] 자에게 [(-)데나리우
스, -그리고(65)해방자유인들에게 매해 그들 중] 생존한 자에게 [매해의] 시작에 [
(66) 의복 명복으로 각각에게 (-) 데나리우스를 주어라.] 그리고 주어지는지
[살피]도록 하라. 위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나는 주고 유증하고-----(67) 매우 충실한 나의 아내에게] 내 소유인 가장 큰 금 접[시를...
(68) 그리고 저 것-----그리고 침실시중[노예] 디아두메노스를
(69) 그리고---그리]고 제모인 스테파누스를 [?그리고---(70) 그리고---]를 그리고 제화인 파우스투스를 그[리고--(71) ?그리고...내 여자]노예들 중 그녀가 고른 [---자식들과? 함께
(72) 나는 주고 유증한다? 나의 가장 충]실한 아[내]에게 이것 외에 에파프
로[디투스를--(73) ] 의사 [----]투스를, [---]필로퀴리우스를 [--(74) 금으로 된 조각상들을?] 그리고 은으로 된 모든 조각상들과 두[상들
을...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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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Rogo autem? pie]tatem tuam, ut cures in pub[lico poni ?? omnia
simulacra
(76) deorum et imperatorum??] quae ubique habeo, in amp[lis locis exhibenda?

(77) Rogo ut ---d]ispensatorem rationibus [ut oportet redditis
(78)------]em et Eutychen cubicul(arium) maio[rem manumittas.

(79) Do lego mat]erterae Septumae Secundin[i....
(80) (Menecraten et) Paede]rotem. Menecraten et Paedero[tem...
(81) rogo ut in eodem o]pere illos habeas donec viv[ent (nec umquam
manumittas)
(82) quia n]ullo merito meo tam valde [offenderunt?
(83).......ini]qua. Septumae materterae m[eae hoc amplius do lego
(84) omnia ea...quae?(....)ib]us meis habuit fideique eius n[....
(85) ...committo. Hoc a]mplius Septumae matertera[e meae do lego
(86)---cu]rsorem, Encolpium actorem [
(87) sestertiu]m sexagies quod beneficio [
(88) Memoriae meae colendae intr]a biennium quam mo[rtuus ero, quisquis
mihi heres
(89) heredesve erit eruntve fidei com]mito, uti praedium, in quo[d per eos qui
secundum
(90) mandata testamenti huiu]s reliquias meas cond[erent....
(91) Postea quam reliquiae] meae inlatae fuerint, cui[cumque sive antea sive
hoc t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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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는] 당신의 [충]실함을 [요청하노니] 공[공장소에 신들과
황제들의 조각상들이 모두
(76) 놓여지기?] 내가 곳곳에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넓[은 장소에 전시하기
위해?
(77) 나는 요청하노니,] 집사를 회계 [보고 후, 해야 할 바
(78) ----]를 그리고 연장자 에우튀케스 침실시중(노예를) [당신이 해방시키
기를 말이다.
(79) 나는 주고 유증하노니,] 세쿤디누[스의] 부인인 이[모] 셉투마에게[...
(80)(메네크라테스 그리고)파이데]로스를. 메네크라테스와 파이데로[스를...
(81) 나는 요청하노니, 동일한] 일을 시키고, 그들이 생존하는 [한 (결코 해
방시키지도 말지어다.)
(82) 왜냐하면 배]은망덕하게도 매우 나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83) ...부당]하다. 나의 이모 셉투마에게 [이것 외에 나는 주고 유증하는바,
(84)모든 것 ...?] 나의 ..을 통해 그녀는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신의에
(75) [

[...

맡긴다. 이것 외에] 더 이모 셉투마에[게 주고 유증하는 바,
(86) 傳]令[---]을, 배우 엔콜피우스를 [
(87) ] 6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호의로 [
(88) 나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내] 사후 2년 [내로, 누구든 나의
상속인,
(89)혹은 상속인들이 되는 자들의 신의에 맡]기는바, 이 토지를, 즉[그들이
(90) 이 유언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나의 유해를 매장하[는 자들은 ...
(91) ] 나의 [유해가] 매장된 [후에,] 누구[든지 이 유언장 이전에, 혹은 이
유언장을 통해,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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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mento sive postea libertatem ded]ero, praeterquam Hymno pess[ime de me
merito ob delicta sua,
(93) monumentum cum adiacen]tibus silvis instructum ma[ncipio dent, ita ut de
nomine eorum
(94) non exeat, neve vendant, nec pig]nore dent, cedant, condonen[t. Eius
portionem qui ex his decess
(95) erit reliquis volo adcrescere done]c in rerum natura esset un[us eorum.

(96) Si autem omnes liberti mei in rerum natura esse de]sierint, tunc ad
libertorum [libertarumque meorum
(97) posteros illas portiones volo perti]nere; quod si esse desierit [ullus eorum
in rerum natura esse, ad
(98) ....pertineat. Cum a]utem in tam multas partes [praedium cum locis
adiacentibus
(99) distributum est, ita ut om]nes universa possidere re[licta sibi facile non
possint, curatores
(100) hoc testamento consistuo A]chillen, Heliopaeden, Cym[---. In futurum
eis, qui hoc munere
(101) funguntur, suffragio omnium cur]atorem substitui curatori [qui decesserit
iubeo, et ab eo curatore,
(102) qui hoc suffragio succederit,] alimenta omnia computar[i et reditus
distribui volo. Sic enim
(103) quam facillime effectum iri exist]imo, ut ab uno omnia percip[iant
om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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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후에 내가 자유를 부여한 이들에게는], [그러나 자신의 범행으
로 인해 나에게 가]장 악랄한 자인 휨노스를 [응당] 제외하고, [
(93) 옆에 부속된] 숲과 더불어 여기 건립된 [묘소 기념물]을 [이 조건하에
서] 악취행위로 인[도하도록 하라. 즉, 그들의 이름을
(94) 버리거나,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증여하지 않는 한
에서 말이[다. 그들 중 사망한 자들의 몫은
(95) 남은 사람들에게 첨분되기를 나는 원하는바,]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말이다. [
(96) 만일 나의 모든 해방자유인들이 사]망할 경우, 그 때는 [더 늦게 해방
된 해방자유인 남성들과 해방자유인 여성들이
(97) 그 부분을 소유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 중 어떤
이가 ]사망한다면, [
(98) ...소유하게 하라.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배분된 토지와 토지
에 부속된 장소들에 대해
(99) 모]든 이들이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을] 통째로 [쉽게] 점유하지 [못하
도록, 재산관리인들을
(100) ] 이 유언장이 성립된 후, 아]킬레스, 헬리오파이스, 킴[---으로... 앞으
로 이 의무를
(101)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들의 투표로써, 사망한] 재산관리인을 보
충할 재산관리인을 선출[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투표로써,
(102) 보충될 사람이] 모든 부양비를 산입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를 나는 원
한다. 실로 이 방식을 통해서
(103)가능한 가장 쉽게 되리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인]바, 한 사람에 의
해 [모든 이들이 ...] 모든 것을 알도록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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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Fidei her]edum meorum committo, t[uae autem maxime,? filia
(105) pientissima?, ne pati]aris post me quemquam ill[o loco sepeliri praeter
eis quos manu
(106) misi vel manumittam et in post]erum libertorum tuorum. P[orro
monimentum meum colere
(107) volo ex omnibus libertis praeci]pue Thaumastum et Anat[ellontem et
itum aditum ambitum
(108) ad id monimentum habere omn]es quos sive ante testament[um sive hoc
testamento manumisi
(109) excepto te Hymne qui quamvis] plurimum tibi praetitiss[em... (valde
noveris vel sim.)
(110) ....omnia qu]ae a te passus sim aut timuer[im...
(111) Corpus meum] Ursi Serviani domini mei et [?--- liberti mei? curae

(112) commendo et lectum volo meu]m ferri per Serviani mei lib[ertos.
Obsequia mea iubeo
(113) intra dies (..) postquam defu]nctus ero consummari, in q[uae omnium
sumptuum qui expendantur
(114) eundem libertum ratione]m reddere volo Serviano me[o. Iubeo lapidi

(115) incidi testamenti huius exempl]um et poni ad latus monimen[ti mei.
Quisquis autem heres
(116) heredes mihi erit eruntve, e]um eosque rogo fideique eiu[s eorumque
committo, ut q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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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상]속인들의 [신의에] 맡긴다. 특히나 너[에게, ?
(105) 가장 효성이 지극한? 딸, 너는 [허락]하지 말 것인바, 나 이후에 누구
도 [다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장소에 묻히는 것을 말이다.
(106) 그들은 내가 해방시킨 자들과 앞]으로 [해방시켜] 너의 해방자유인이
될 자들이다. 덧[붙여 나를 위한 묘소기념물을 관리하기를
(107) 나는 원하는바, 모든 해방자유인들 중에서 특]히나 타우마스투스와
아나텔[론이 말이다. 그리고 나는 원하는바, 왕래하고 방문하기를
(108) 이 기념물에 저 모든 사람]들이, 즉 내가 이 유언장 이전에 [혹은 이
유언장으로 해방시킨 자들이 말이다.
(109) 너 휨누스여, 내가] 너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제공했음에[도불구하
고.....너를 제외하고 말이다.(네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혹은 이와 유사한 어구-)
(110) ...] 내가 너로 인해 겪은 [모든 것]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
(111) 나의 시신을] 존경하는 우르수스 세르비아누스 그리고 [?---나의 해방
자유인? 의 관리에
(112) 맡긴다. 그리고 나의 관]은 친애하는 세르비아누스의 해방자[유민들
이] 운구[하기를 원한다. 나의 장례식에 관해서 나는 명하는바,
(113) 사망 후 (...)일 내로 ]화장하고, 거[기에 사용된 비용일체를
(114) 바로 그 해방자유인이] 친애하는 세르비아누스에게 [회계보]고하기
를 나는 원한다. [나는 명하노니, 석비에
(115) 이 유언의 내용을 새기]고 [내] 묘소기념물 옆에 배치하도록 하라.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상속인,
(116) 혹은 상속인들이 될 자들에게] 나는 요청하고 그 혹은 그들의 신의에
[맡기는바,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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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hoc testamento cuique dedi l]egavi ea vicensimis omni[bus solutis
tribuantur, et aut reddant
(118) quod solutum erit vicensimae] nomine aut vicensimae n[omine...
(119) ...pacis]cantur aut decidant aut in [arbitrium compromittant. Si quid post

(120) hoc pugillaribus codicibus alio]ve quo genere scriptum sign[atumque
exstet, id valere volo quasi
(121) hoc testamento scriptum signatu]mque reliquissem. Liturae [inductiones a
me ipso factae sunt.
(122) H.t.d.m.a. Familiam pecuni]am testamenti faciundi [causa emit -----;
libripende-----(123) Antestatus est Hermen]tidium Campanum. Testa[mentum factum (

일시)

장소와

(124) Ael]io Hadriano et Trebatio Pr[isco cos

(125) Quisquis heres heredesve erun]t, do lego damnasq[ue esto dare infra
scriptis;
(126) Imp. Caesari Nervae Traia]no Aug. Germanic[o Dacico p(ont.) m(ax.),
p(atri) p(atriae)
(127) Sos]io Senecioni singu[lis
(128) arge]nti p.V; Otacilio Or[--(129) ] medico HS (m.) X. I[tem
(130) singuli]s HS (m.) CCCC, ex qu[orum red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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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언장으로 각자에게 내가 주고 유]증한 것들에 대해, 그들이
1/20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받거나, 아니면 지불하도록,
(118) 즉, 이미 1/20세]명목으로 [납부된 것을 말이다], 혹은 1/20세 명[목
으로...
(119) ...약정]하든지, 아니면 화해하든지, 아니면 [중재에 따르도록 하라.
만일 이것 이후에
(120) 서판, 장부 혹]은 그런 것에 쓴 것이 봉해[진 채로 존재할 경우, 그것
이 유효하기를 나는 원하는바, 마치
(121) 이 유언장에 쓰고 봉해]서 내가 남겼던 것처럼 말이다. 수정, [삭제는
나 자신이 행한 것이다.
(122) 이 유언장에 어떤 악의도 끼어들지 않게 하라!] 유언장 작성을 [위해
------ 가산과 금전을 그는 구입했다; 저울잡이로----(123) 증인으로 헤르멘]티디우스 캄파누스를 불렀다. 유언[장은 ----일시, --장소에서 작성되었다.
(124) 집정관 아엘리]우스 하드리아누스와 집정관 트레바티우스 프리[스쿠
스 재임시
(125) 누구라도 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나는 주고 유증하는바,
[아래 거명된 사람들에게 줄 것을 의무지운다.
(126) 황제 네르바 트라야]누스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다키쿠스, 대
신관, 國父에게
(127) 소시]우스와 세네키오 각각[에게
(128) 은을] 무게달아 5; 오타킬리우스 오르[--(129) ]의사에게 10000세스테르티우스를. 마찬[가지로
(130) 각각에]게 400000세스테르티우스를, 이들[의 소득에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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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Eurota lib[ert(us)
(132) ]tione di[
(133) ]c 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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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해방자유인 에우로타는

(132)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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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Exemplar habitarum laudationum secundum tempus digesta (Vollmer (1892)
pp.478-480),

Verzeichnis

der

bezeugten

Leidenreden

(Kierdorf

(1980)

pp.137-149)

순번

연도

피칭송자

칭송자

전거
Dio. Hal. A.R.V.17

1

? a.
245/509

Plut. Public. 9.10
Brutus

a Valerio

auct. de vir.ill. urb.
Rom.10.7
Ioh. Lyd. I.33.

C. Manlius
2

a. 274/480

Cincinnatus et
Q. Fabius

3

4

a. 284/470

? a.
459/295

5

a. 533/221

6

a. 546/208
inter

7

547/207 et
551/203

Ap. Claudius

a. 625/129

Vibulano

a filio

Liv. II.47.11

Liv. II.61.9
Dion. Hal. A.R. IX.54.5-6

a Q. Fabio
P. Decius

Maximo

auct. de vir.ill. 27.

Rulliano
L. Caecilius

a Q. filio

Plin. H.N. VII.43.139., 142

a M. filio

Liv. XXVII.27.13

M. Fabius

a patre

Cic. Cato mai. IV.12

Maximus

Cunctatore

Plut. Fab. Max. I.5.24.4.

Metellus
Q. Claudius
Marcellus

P. Cornelius
8

a M. Fabio

Scipio
Aemilianus

a Q. Fabio
Max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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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pro Mur. 36.75
schol. Bob. ad Cic. pro
Mil. VII.2.

9

a. 652/102

Popilia

a Q. Lutatio
Catulo filio

Cic. de orat. II.11.44.

a tw/
10

a. 676/78

L. Cornelius

krativstw/

Sulla

eijpei`n tw`n

Appian. b.c. I.106.

tovte
11

12

13

a. 685/69

Iulia et

a C. Iulio

Sueton. Caes. 6.1

a. 686/68

Cornelia

Caesare

Plut. Caes. 5.2

a.d. IX.

Serrani

Kal. Dec.

Domestici

a patre

Cic. ep. ad Q. fr. III.8.5.

700/54

filius

a. 700/54

Iulia,

a propinquo

Caesaris filia

quodam

Cass. Dio 39.64.
Nicol. Damasc.

14

a. 703/51

Iulia, Caesaris
soror

ab C.Octavio

Aug.3.(Fr.H.Gr. III. p.428)
Quintil. XII.6.1.
Suet. Div. Aug.8.1.

15

a. 706/48

Ap.Claudius

a M.Iunius

Pulcher

Bruto

Diom. G.L.I. 27.
Cic. ad Att. XIV.10.1.,
XV.20.2.
Cic. Phil. II.36.91.

16

a. 710/44

C. Iulius
Caesar

ab M.Antonio

Plut. Brut. 20.4.
Plut. Anton. 14.6-7.
Suet. Iul. 84.2.
App. b.c. 2. 143-147.
Cass. Dio 44.35.4 sqq.

17

a. 712/42

Caecilia

a P.Pomponius
Attico fi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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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os Att. XVII.1.

18

a. 721/33

19

a. 731/23

20

a. 742/12

Ti. Claudius
Nero
Marcellus
M.Vipsanius
Agrippa

a Tiberio filio

ab Augusto

ab Augusto

Sueton. Tib. 6.
Cass. Dio 53.30.5
Serv. ad Verg. Aen. I.712.
Cass. Dio 54.28.3

ab Augusto
21

a. 743/11

Octavia maior

fratre et a

Cass. Dio 54.35.4

Druso
22

a. 745/9

Octavia minor

ab Augusto
fratre

Sueton. Aug. 61
Liv. perioch. 142

23

a. 745/9

Ti. Claudius

ab Augusto et

Drusus

Tiberio

Tac. ann. III.5.1
Suet.Claud.1.5
Cass. Dio 55.2.2
cf. Consol. ad Liv. 209 sq.

inter a.
24

746/8 et

a Q. Lucretio
Turia (?)

752/2
25

26

a. ?
a. 768/14
p.Chr.

Vespillone
coniuge (?)

Murdia L. f.

Augustus

27

a. 776/22

Iunia Cassii

28

a. 777/23

Drusus

29

a. 777/23

Drusus

a filio
a Tiberio et
Druso
a propinquo
quodam
a Tibero
a

Ne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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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CIL VI. 1527. CIL VI
31670+ 37053=ILS 8393
cf. CIL VI 10230=ILS 8394
Suet. Div.Aug. 100.
Cass.Dio 56.35-41.
Cass. Dio 56.34.4.
Tac. ann. III.76.2
Seneca consol. ad Marc.15.3
Tac. ann. IV.12.1
Zonaras XI.2.16.D.

P.Sulpicius

30

a. 775/21

31

a. 783/29

Livia Augusta

a C. Caesare

32

a. 791/37

Tiberius

a C. Caesare

33

a. 792/38

Iulia Drusilla

34

a. 780/46

M.Vinicius

35

a. 808/54

Claudius

36

a. 820/66

37

a. ?

Iulia Procilla

38

a. 835/81

Titus

39

a. 851/97

Quirinius(?)

Poppaea
Sabina

L.Verginius
Rufus

a. 873/119
40

a.d.X.Kal.Ia
n.

Matidia

a Tiberio

a M. Aemilio
Lepido

Cass.Dio 57.11.7.
Tac. ann. V.1.4.
Suet. Calig. 10.1.
Suet. Cal. 15.1.
Cass. Dio 58.28.5, 59.3.8.
Cass. Dio 59.11.1

a quodam

Cass. Dio 60.27.4.

a Nerone (a

Tac. ann. XIII. 3

Seneca)

Suet. Ner. 9.

a Nerone

Tac. ann. XVI. 6.2.

ab Agricola
filio ?

Tac. Agr. 7.

a fratre

Cass. Dio 67.2.6.

a Tacito

Plin. ep. II.1.6.

ab Hadriano

cf. CIL XIV 3579= InsIt IV

genero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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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보코니우스 법 Lex Voconia 관련 문헌
1.

키케로 [국가론] 3.10.17

보코니우스 법에 포함된 여성상속 금지조항:
키케로 [국가론] 3. 10. 17. 만일 내가 법, 제도, 관습과 습속의 종류를 기술
하고자 한다면, 나는 단지 수많은 종족에 있어서 상이한 것뿐 아니라, 한
국가에서 혹은 바로 여기에서 수천 번 바뀐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법률해석가 마닐리우스는 그가 지금 여성들에 대한 유증과
상속재산에 대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법을 청년기에 말하곤 했
는데, 그 때는 보코니우스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실로 남성들의 이익을
위해 제청된 그 법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불의로 가득하다. 실로 왜 여성은
금전을 갖지 말아야 하는가? 왜 베스타 신녀는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는
데, 신녀의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가? 더 나아가, 만일 여성들이 갖는 금전
에 한도를 두어야했다면, 왜 푸블리우스 크라수스의 딸은 외동딸임에도 법
이 건재한 시점에 1000개의 동화aes를 소유할 수 있고, 내 딸은 30개의 동
화도 소유할 수 없는가?...Genera vero si velim iuris institutorum morum
consuetudinumque describere, non modo in tot gentibus varia, sed in una urbe,
vel in hac ipsa, milliens mutata demonstrem, ut hic iuris noster interpres alia
nunc Manilius iura dicat esse de mulierum legatis et hereditatibus, alia solitus
sit adulescens dicere nondum Voconia lege lata; quae quidem ipsa lex utilitatis
virorum gratia rogata in mulieres plena est iniuriae. cur enim pecuniam non
habeat mulier? cur virgini Vestali sit heres, non sit matri suae? cur autem, si
pecuniae modus statuendus fuit feminis, P. Crassi filia posset habere, si 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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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 esset, aeris milliens salva lege, mea triciens non posset'

2.

퀸틸리아누스 [小 연설연습] 264

상속재산을 1/2로 제한하는 보코니우스 법:
퀸틸리아누스 [小 연설연습] 264. 보코니우스 법에 대한 기망 Fraus legis
Voconiae.재산의 1/2이 아니라면, 여성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도
록 하라. 어떤 자가, 재산의 1/2씩의 상속인으로 두 명의 여성을 지정하였
다. 친족들이 유언장에 대해서 고발한다. Ne liceat mulieri nisi dimidiam
partem bonorum dare. Quidam duas mulieres dimidiis partibus instituit heredes.

연설연습: 제가 법을 규명하고, 그것 자체로
자명한 법률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여러분들 앞에서 저 사안을
말했음에 대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유언장을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여
러분들은 성실하게 이 법률에 결론을 내줄 것이고, 양 측을 살핀 후에 판
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망인의 유지에 법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
요한바, 주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에 관해 최후로 결정한 바를, 그가 정당하
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친척들이 다른 식으로 여긴다는 점에 대해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원하는 대로, 혈연관계를 내세우라
고 합시다. 저는 알고 있는바, 저들을 친족으로 둔 망인은 몇몇 이유로 인
해 저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고서 사망했다는 사실 말
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점에서 저들이 신뢰를 얻고 있더라면, 저들은 유언
장이 참으로 불경하고,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터입니다. 그러나 지
금 명백한바, 상속인으로 지정된 여성들에 대해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히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유언장에 반하여 자신들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실로 저들은 법만을
Testamentum cognati argu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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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며, 법에 의거해 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어떤 것입니
까? “자신의 재산의 1/2을 초과하는 분량을 여성에게 남기는 것이 허용되
지 않도록 하라” 비록 판결의 형식은 한 사람에게 속하지만, 그럼에도 명
백한바, 두 명의 상속인 사이에서 소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들에게 묻거니와, 어떤 여성을 택할 것인지, 또 누구에 맞서기를 더 원하는
지를 말입니다. 실로 저들은 재산의 부분에 관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 전체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상속인
으로 기입된 여성으로부터 시작해봅시다. 유언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흠결
이 있습니까? 재산의 1/2을 초과하여 남기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속재산의
1/2을 수령합니다. 그 후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봅시다. 앞
에 있는 것은 그것이 확실한 한에서, 뒤따라 나오는 것에 의해 뒤집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로 앞의 여성은 취득할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뒤에
기입된 여성은 갖지 못했다.”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냐
하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분량을 여성에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의 여성 또한, 상속재산 1/2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한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자에게 취득이 허용된 것이 후자
에게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는바, 더구나 동일한 유언
장에 기입되었는데 말입니다. 명백한 사실인바, 법률 문언과 작성된 유언
장에 기해서는 남소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소송전문가들이
우리를 법률 해석으로 이끕니다. 실로 문구로서 드러나는 것은 법의 의도
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저들은 주장합니다. 배심원여러분, 실로 저는 저들
의 지혜에 너무도 경탄할 따름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유명한 우리의 선조
들을, 법의 제정자들을, 조야한 국가를 법과 정의로써 구축해낸 이들을 능
가하기에, 그분들에게 표현력이, 그분들에게 숙고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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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 법 자체의 원리를 살피기 이전에,
배심원여러분, 저는 법률에 대한 이 해석이 국가에 매우 해롭다는 점을 주
장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법률에 대해 항상 질문해야 한다면, 즉 법
률에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형평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국가에 적합
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면, 법을 성문화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헛
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정의에 대해 하나의 단순한 평가
를 내리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재능있는 자들에 의
해 이리저리 끌려다녔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만족스러
울 만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특정한 방식이 제
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저 법의 제정자들이 어구를 통해 포착하였습니다.
만일 그것을 바꾸거나 자신의 이득에 맞춰 뒤집는 것이 허용된다면, 법의
모든 힘, 모든 공능이 제거됩니다. 실로, 어떤 법도 없는 것과 불확실한 법
이 있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 법은, 1/2을 초과하는 분량
을 여성에게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변호하는 여성들 중, 누구에게도 1/2을 초과하는 분량이 남겨지지 않았다
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일 법들의 제정자가, 상속재산의 1/2이 여성
들에게 귀속되기를, 그리고 1/2은 무조건 남성들에게 남겨지기를 원했다
면, 바로 그 사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우회로를 통해 수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법을 기
술하면 되는바,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분량이 여성들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다수의 여성
들에게, 하지만 그만큼 더 적은 분량들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그것들을 합
해 하나로 모아보니 상속재산의 반을 넘게 된다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소송이 발생한다 해도, 제 생각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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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해 소송하지는 않을 것인바, 이 법은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분량을 여성에게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으로서, 저 여성들 중 1/2
을 초과하는 분량을 받은 여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합해
서 우리를 소환한다면, 각각의 여성에게 얼마만큼을 남기는지는 문제가 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문화된 법의 어구와 그 의도가 상충되지 않는다한
다면 어떻습니까? 법제정자가 이것을 법률로 정했을 때, 무엇을 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들이 너무 많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게, 여성들의 힘
이 국가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각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정했고, 여성들의 재산을 금하기 위해 충분한 것으로서 이
것을 찾아냈는바, 즉 한 여성에게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분량을 남기
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다수의 여성들이 동일한 유언장에
기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실로 동
일한 여성들에게 다수의 상속재산이 남겨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조치
를 취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DECLAMATIO Antequam ius
excutio et vim legis, quae per se satis manifesta est, intueor, primum illud
apud vos dixisse contentus sum: adsum testamento. Eventum huic legi dabit
religio vestra, et excussa parte utraque sententiam formabit. Interest tamen
supremae hominis voluntati legem favere, ut, quod de bonis suis constituit in
supremis dominus, fecerit iure. Nec me confundit quod ex diverso sunt
propinqui. Iactent, ut volent, sanguinis coniunctionem; ego intellego quasdam
fuisse causas propter quas is qui hos cognatos habebat aliis moreretur
heredibus. Ac si in hac parte haberent fiduciam, arguerent testamentum
tamquam impium, tamquam inofficiosum. Nunc apparet neque de personis
earum quae heredes sunt institutae dici apud vos posse, neque eorum qui s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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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 contra testamentum vindicant merita proferri. Solum enim ius excipiunt
et circa legem calumniantur. Quae lex tamen qualis est? ‘Ne liceat mulieri plus
quam dimidiam partem bonorum suorum relinquere.’ Etiamsi forma iudicii
unius est, apparet tamen duabus cum heredibus esse litem. Quaero igitur ab
istis utram eligant, cum qua malint consistere. Neque enim litigant de bonorum
parte, sed totum arguunt testamentum. Incipiamus igitur ab ea quae prior
scripta est. Quid in hac parte testamenti vitiosum est? Vetatur plus quam
dimidiam partem bonorum relinquere: dimidiam partem patrimoni accipit.
Excutiemus postea quale sit illud quod consecutum est: interim hoc prius
firmum est, nec everti sequentibus potest. At enim ius illa quidem habuit
capiendi; sed ea quae postea scripta est non habuit. Iterum interrogabo: quare?
‘Quoniam plus quam dimidiam partem patrimonii relinquere feminae non
potuit.’ Atqui haec quoque non plus quam dimidia parte patrimonii heres
instituta est. Nec video rationem cur id quod illi capere licuit huic non liceat,
cum in eodem scripta sit testamento. Manifestum est nihil posse calumniae
admittere verba legis ac scriptum. Nunc peritissimi litium homines ad
interpretationem nos iuris adducunt. Non enim hanc esse legis voluntatem quae
verbis ostendatur videri volunt. Quorum ego prudentiam, iudices, magnopere
miror: tantum vicerunt illos maiores nostros, illos constitutores iuris, illos qui
rudem civitatem legibus ac iure formarunt, ut hoc approbare conentur, defuisse
his sermonem, defuisse consilium. Ac priusquam rationem ipsius legis excutio,
interim

hoc

dico,

iudices,

perniciosissimam

esse

civitati

hanc

legum

interpretationem. Nam si apud iudicium hoc semper quaeri de legibus oportet,
quid in his iustum, quid aecum, quid conveniens sit civitati, supervacuum f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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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i omnino leges. Et credo fuisse tempora aliquando quae solam et nudam
iustitiae haberent aestimationem. Sed quoniam haec ingeniis in diversum
trahebatur, nec umquam satis constitui poterat quid oporteret, certa forma ad
quam viveremus instituta est. Hanc illi auctores legum verbis complexi sunt;
quam si mutare et ad utilitates suas pervertere licet, omnis vis iuris, omnis
usus eripitur. Nam quid interest nullae sint an incertae leges? Lex illa
complexa est ne plus liceat quam dimidiam partem mulieri relinquere. Neutri
ex his quibus adsumus plus dimidia parte relictum esse manifestum est. Et
apparet potuisse legum latorem, [ut] si partem demum patrimonii pervenire ad
feminas vellet, partem utique viris relinqui, id ipsum cavere; neque id magno
aut difficili circuitu effici potuit, sed vel sic scripta lege, ne plus quam dimidia
pars patrimonii ad feminas perveniret. Interrogo enim: si <quis> pluribus
feminis sed minores aliquanto portiones reliquerit, quae tamen computatae et in
unum contractae plus quam semissem patrimonii efficiant, quaero an moveri lis
possit. Nam si movetur lis, non hac, ut opinor, lege litigabitur, qua plus quam
dimidiam partem patrimonii relinquere feminae non liceat, cum ex illis nulla
dimidiam partem acceperit. Sive ad totam nos vocas computationem, nihil
interest quantum cuique feminae relinquatur. Quid si ne ratio quidem repugnat
scripto et verbis legis istius? Quid enim putas voluisse legis latorem cum hoc
ius constitueret? Ne feminae nimias opes possiderent, ne potentia earum civitas
premeretur. Hoc ergo adversus singulas constituit, et ad evitandas opes
feminarum satis hoc quaesitum, ne uni plus quam dimidia pars patrimonii
reliqueretur. Ceterum quidem illud non caverunt leges, ne plures feminae
eodem testamento scriberentur, non hercule magis quam illud, ne p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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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ditates isdem feminis relinquerentur.

3.

겔리우스 [아티카 야화] 20.1.23

보코니우스 법의 제정목적에 관한 의견:
겔리우스 [아티카 야화] 20.1.23. 스톨로의 저 제청, 즉 밭의 넓이를 제한
하는 것보다 더 건전하게 여겨진 것이 있었습니까? 여성에게 가는 상속재
산을 제한한 보코니우스의 평민회 의결보다 더 유익하게 여겨진 것이 있
었습니까? 시민의 사치를 몰아내는데 리키니우스와 판니우스법, 그리고 기
타 사치금지법보다 더 필수적으로 평가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잊혀지고 묻혀졌는바, 마치 비등하는 물결같이 넘치는 국가의
富로 인해서 말입니다. Quid salubrius visum est rogatione illa Stolonis
iugerum de numero praefinito? quid utilius plebisscito Voconio de coercendis
mulierum hereditatibus? quid tam necessarium existimatum est propulsandae
civium luxuriae quam lex Licinia et Fannia aliaeque item leges sumptuariae?
Omnia tamen haec oblitterata et operta sunt civitatis opulentia quasi quibusdam
fluctibus exaestuantis.

4.

키케로 [베레스 탄핵연설] 2.1.104-114

호구조사를 피함으로써 보코니우스 법을 회피하는 예:
키케로 [베레스 탄핵연설] 2. 1.104-114. 104. ……무엇보다도 우선, 법정관
고시를 제정하는 데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은 아십시오. 푸블리우스
안니우스 아셀루스가 사망한 것은 가이우스 사케르도스가 법정관일 때 였
습니다. 외동딸을 두었던 그는, 호구조사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
이 그에게 시키는 것, 즉 어떤 법률도 금하지 않았는바, 딸을 자기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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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딸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법의 형평, 선친의
의지, 법정관들의 고시들, 아셀루스 사망당시의 법적 관행 등 모든 것이 피
후견소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105. 그런데 저 법정관 당선자(베레스)는
— 조언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꾐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
해 본인이 촉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지휘나 지시가 없었는데
도 이런 부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자의 무모함과 광기
만은 아십시오. — 그는 루키우스 안니우스를 상속인으로 지명했습니다.
그(안니우스)는 딸 다음의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실로 저는 망자에
의해 저자가 제1 상속인으로 지명되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베레스는 자
신이 법정관 고시를 통해 그에게 상속재산을 선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어
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안니우스에게는 좋은
물건으로, 베레스에게는 팔 물건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베레스의 무모함
은 독보적이었지만, 그럼에도 피후견소녀의 모친에게 몰래 제안을 했습니
다. 대단히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고시를 공포하는 것보다는, 금시초문의
법정관 고시를 내놓지 않는 조건으로 그는 돈을 받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
다. 106. 그런데 후견인들은, 피후견소녀의 명의로 법정관에게 돈을 증여한
다면, 게다가 그렇게 큰돈인 경우, 어떻게 장부에 기재할 수 있을지, 어떻
게 자신들이 처벌 받지 않고 증여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저자가 그렇게까지 부정한 사람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불려갔지만, 계속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서 빼앗은 상속재산을
선물로 받은 자의 뜻에 따라, 베레스가 얼마나 공정하게 고시를 작성했는
지, 부디 아십시오. “내가 보코니우스 법을 이해하는바…….” 누가 생각이
나 했겠습니까, 베레스가 여인들의 적이 될 것이라고? 아니면, 법정관 고
시 전체가 켈리돈의 뜻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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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반하는 약간을 행한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탐욕에 맞서
싸우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조상들의 시대를
포함하여 베레스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탐욕이 없는 사
람은 누구입니까? 부디 나머지도 읽어주시오. 저 사람의 신중함, 법률 지
식, 권위로 인해 저는 즐겁습니다. “아울루스 포스투미우스와 퀸투스 풀비
우스가 호구감찰관일 때부터 혹은 그 이후에……그것을 만들었던 혹은 만
들 사람은…….” 107. ‘만들었다 혹은 만들 것이다’라니, 도대체 이런 식으
로 고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고시 이후에 고발될 일이 없고 고시
이전에 대비할 수 없었던 사안의 불법성 혹은 처벌위험을 고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의에 비추어, 법률에 비추어, 모든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비
추어볼 때, 푸블리우스 안니우스는 부정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비인간적인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의 사망
이후 그의 유언장에는 전대미문의 법에 따른 어떤 조치도 적용되지 않았
어야만 했습니다. 보코니우스 법은 아마도 당신을 반겼을 것이다. 당신은
바로 저 퀸투스 보코니우스를 본받았어야만 하는바, 보코니우스는 자신이
제청한 법으로써, 처녀건 부인이건 그 누구에게서도 상속재산을 빼앗지는
않았다. 보코니우스는 해당 호구감찰관 이후에 명부에 등재한 자, 즉 후대
인에 대하여 법을 제정한바, 누구도 처녀나 부인을 상속인으로 지명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108. “만들었다 혹은 만들 것이다”란 어구는 보코니
우스 법에는 없습니다. 어떤 법도 과거의 일을 단죄하지는 않는바, 다만 고
의적으로 행한 극악무도하고 불경한 일로서, 비록 법률은 없지만 어떤 일
이 있어도 막아야 할 일은 예외입니다만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바로 그런
일일지라도, 많은 경우 과거의 일을 법정에 소환하지 않게끔 법이 제정되
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언서· 통화· 기타 다수의 것에 대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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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으로써 어떤 새로운 법이 인민들에게 정립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행이었던 행위의 查問[형사재판]이 일정한 시점부터 인민
에게 속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사이 부분은 최병조(2017) p.8,
최병조 역, 마지막 어말어미는 문장의 어투를 통일시키기 위해 필자가 수
정함.) 109. 만약 누군가 시민법에 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정한다면,
그는 그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승인된 것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
까? 아티니우스 법, 푸리우스 법, 푸시우스 법,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보코니우스 법, 그밖에 시민법과 관련된 모든 법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베
레스 당신도, 법률 제정 이후에 인민이 이를 지킴으로써, 그것이 모든 경우
에 있어서 정의로 확립됨을 발견할 겁니다. 법정관 고시를 중시하는 자들
조차 말하길, 법정관 고시는 일 년짜리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레스 당
신은 법정관 고시로써 법률보다 더 넓은 것을 포괄합니다. 1월 1일이 법정
관 고시의 끝을 알린다고 할 때, 왜 법정관 고시의 시작이 1월 1일부터 출
발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어느 법정관도 다른 사람이 법정관이 될 해까
지 뒤로 자기의 고시를 연장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법정관이었던 그
이전 해로 자기 고시를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10. 만약 당신이 한
명을 겨냥하여 법정관 고시를 내린 것이 아니었다면, 좀 더 조심해서 만들
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만약 어떤 사람이 상속인을 만들었거나, 만들 것
이라면”이라고 기재합니다. 호구조사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코니우
스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바, 상속인 혹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재산
보다 많은 재산을 유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당신은 같은 종류의 일임에
도 이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왠고하니, 당신은 저 문구로써
어떤 종류가 아니라 특정 사람을 겨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후대에 적용하려고 고시를 내렸다면, 그 추악함이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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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비난할 수
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 누구도 그것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법정관 고시가 인민을 위한 것이 아
니라, 푸블리우스 안니우스의 제2상속인들을 위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
게 되었습니다. 111. 그리하여 고시 첫 머리를, 그렇게 잡다한 어구와 남에
게 고용된 사람이 쓴 것 같은 서문으로 꾸며놓았으니, 도대체 이 같은 법
정관 고시를 제정한 그런 사람이 이후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누구도 이
런 고시를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떤 법정관이 이런 고시를
내리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법정관 임기 이후에도 많
은 사람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
람들 가운데, 최근 안나이아라는 큰 자산가 여인은 호구조사에 등록되지
않았는바, 다수 친척의 의견에 따라 유언장을 통해 딸을 상속인으로 만들
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로 당신의 독보적 불의에 대한 사람들의 대단
한 판결로서, 가이우스 베레스가 제 뜻대로 제정한 고시를 따를 사람이 행
여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
람들의 의지를 바로잡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망자의 의지마저 찢으려
드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112. 당신이 직접 시킬리아 속주고시에서는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도시 법정관 고시
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 자신을 방어할 요량
으로 남겨두었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대단히 공격받게 되었을 때, 당신
은 시킬리아 속주고시로써 당신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
고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바, 저의 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에게
이런 일이 가혹하고 무도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따님들에 대한 비슷한
감정과 애정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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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우리에게 딸보다 더 즐겁고, 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전부 쏟을 만한 것이 달리 무엇입니까? 113.
더없이 불길한 인간아! 당신은 왜 그런 엄청난 불의를 망자인 푸블리우스
안니우스에게 저질렀는가? 당신은 왜 이런 고통을 망자의 유해에 낙인찍
는 것인가? 망자의 자식들에게서 상속재산을, 부친의 의지와 정의와 법률
에 의해 이전된 가산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에게 선사하는 것인가? 우리가 죽자, 법정관이 우리 생전에 우리의 가산을
함께 공유하던 사람들에게서 재물과 가산을 빼앗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
까? 저 사람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청구권도 유산점유도 나는 부여하지
않겠다.” 이리하여 당신은 피후견소녀에게서 로마시민의 옷을 벗기고, 재
산은 물론 생래자유인이라는 장식마저 빼앗으려는 것입니까? 람프사쿠스
사람들이 이런 인간에 맞서 무기를 잡은 것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자
가 속주를 떠난 것이 사실 쉬라쿠사 인들을 피해 몰래 달아난 것임이 그리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타인이 당한 불의를 우리가 당한 것처
럼 아파했더라면, 이 자는 발자국조차 법정에 찍지 못했을 것입니다. 114.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것을 당신은 금지합니다. 법률이 허락하였지만, 당
신은 이에 개입합니다. 부친은 자기 재산에서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
큼을 주었습니다. 이를 당신이 처벌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백보 양보해서, 좋습니다. 금지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고시에 복종할 누
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망자들의 유지(遺旨)를, 살아있는
자손들에게서 재산을, 모두에게서 정의를 박탈하려는 것입니까? ... [104]
...Qui principio qualis in edicto constituendo fuerit cognoscite. P. Annius
Asellus mortuus est C. Sacerdote praetore. Is cum haberet unicam filiam ne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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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us esset, quod eum natura hortabatur, lex nulla prohibebat, fecit ut filiam
bonis suis heredem institueret. Heres erat filia. Faciebant omnia cum pupilla,
legis aequitas, voluntas patris, edicta praetorum, consuetudo iuris eius quod erat
tum cum Asellus est mortuus. [105] Iste praetor designatus

—

utrum

admonitus an temptatus an, qua est ipse sagacitate in bis rebus, sine duce ullo,
sine indice pervenerit ad hanc improbitatem, nescio: vos tantum hominis
audaciam amentiamque cognoscite

— appellat heredem L. Annium, qui erat

institutus secundum filiam (non enim mihi persuadetur istum ab illo prius
appellatum); dicit se posse ei condonare edicto hereditatem; docet hominem
quid possit fieri. Illi bona res, huic vendibilis videbatur. Iste, tametsi singulari
est audacia, tamen ad pupillae matrem submittebat; malebat pecuniam accipere,
ne quid novi ediceret, quam ut hoc edictum tam improbum et tam inhumanum
interponeret. [106] Tutores pecuniam praetori si pupillae nomine dedissent,
grandem praesertim, quem ad modum in rationem inducerent, quem ad modum
sine periculo suo dare possent, non videbant; simul et istum fore tam
improbum non arbitrabantur; saepe appellati pernegaverunt. Iste ad arbitrium
eius cui condonabat hereditatem ereptam a liberis quam aequum edictum
conscripserit,
VOCONIAM---.

quaeso,
Quis

cognoscite.
umquam

CUM

crederet

INTELLEGAM

mulierum

adversarium

LEGEM
Verrem

futurum? an ideo aliquid contra mulieres fecit ne totum edictum ad Chelidonis
arbitrium scriptum videretur? Cupiditati hominum ait se obviam ire. Quis
potius non modo his temporibus, sed etiam apud maiores nostros? quis tam
remotus fuit a cupiditate? Dic, quaeso, cetera; delectat enim me hominis
gravitas, scientia iuris, [praetoris] auctoritas. Recita. QUI AB A. POSTU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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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ULVIO CENSORIBUS POSTVE EA--- --- FECIT FECERIT. [107] ’Fecit
fecerit’? quis umquam edixit isto modo? quis umquam eius rei fraudem aut
periculum proposuit edicto, quae neque post edictum reprehendi neque ante
edictum provideri potuit? Iure, legibus, auctoritate omnium qui consulebantur,
testamentum P. Annius fecerat non improbum, non inofficiosum, non
inhumanum: quodsi ita fecisset, tamen post illius mortem nihil de testamento
illius novi iuris constitui oporteret. Voconia lex te videlicet delectabat. Imitatus
esses ipsum illum C. Voconium, qui lege sua hereditatem ademit nulli neque
virgini neque mulieri: sanxit in posterum, qui post eos censores census esset,
ne quis heredem virginem neve mulierem faceret. [108] In lege Voconia non
est "FECIT FECERIT", neque in ulla praeteritum tempus reprehenditur nisi
eius rei quae sua sponte tam scelerata et nefaria est ut, etiamsi lex non esset,
magnopere vitanda fuerit. Atque in his ipsis rebus multa videmus ita sancta
esse legibus ut ante facta in iudicium non vocentur; Cornelia testamentaria,
nummaria, ceterae complures, in quibus non ius aliquod novum populo
constituitur, sed sancitur ut, quod semper malum facinus fuerit, eius quaestio
ad populum pertineat ex certo tempore. [109] De iure vero civili si quis novi
quid instituit, is non omnia quae ante acta sunt rata esse patietur? Cedo mihi
leges Atinias, Furias, Fusias, ipsam, ut dixi, Voconiam, omnis praeterea de iure
civili: hoc reperies in omnibus statui ius quo post eam legem populus utatur.
Qui plurimum tribuunt edicto, praetoris edictum legem annuam dicunt esse: tu
edicto plus amplecteris quam lege. Si finem edicto praetoris adferunt Kalendae
Ianuariae, cur non initium quoque edicti nascitur a Kalendis Ianuariis? an in
eum annum progredi nemo poterit edicto quo praetor alius futurus est, in i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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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 alius praetor fuit regredietur? [110] Ac si hoc iuris, non unius hominis
causa edixisses, cautius composuisses. Scribis, QUI HEREDEM FECIT
FECERIT. Quid, si plus legarit quam ad heredem heredesve perveniat? quod
per legem Voconiam ei qui census non sit licet; cur hoc, cum in eodem genere
sit, non caves? Quia non generis, sed hominis causam verbis amplecteris, ut
facile appareat te pretio, non iure esse commotum. Atque hoc si in posterum
edixisses, etsi minus esset nefarium, tamen esset improbum; sed tum vituperari
posset, in discrimen venire non posset; nemo enim committeret. Nunc est eius
modi edictum ut quivis intellegat non populo esse scriptum, sed P. Anni
secundis heredibus. [111] Itaque cum abs te caput illud tam multis verbis
mercennarioque prooemio esset ornatum, ecquis inventus est postea praetor
quid idem illud ediceret? Non modo nemo edixit, sed ne metuit quidem
quisquam ne quis ediceret. Nam post te praetorem multi in isdem causis
fuerunt; in his nuper Annaea de multorum propinquorum sententia, pecuniosa
mulier, quod censa non erat, testamento fecit heredem filiam. iam hoc magnum
iudicium hominum de istius singulari improbitate, quod C. Verres sua sponte
instituisset, id neminem metuisse ne quis reperiretur qui istius institutum sequi
vellet; solus enim tu inventus es cui satis non fuerit corrigere testamenta
vivorum, nisi etiam rescinderes mortuorum. [112] Tu ipse ex Siciliensi edicto
hoc sustulisti; voluisti, ex improviso si quae res nata esset, ex urbano edicto
decernere. Quam postea tu tibi defensionem relinquebas, in ea maxime
offendisti, cum tuam auctoritatem tute ipse edicto provinciali repudiabas. Atque
ego non dubito quin, ut mihi, cui mea filia maxime cordi est, res haec acerba
videtur atque indigna, sic uni cuique vestrum, qui simili sensu at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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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lgentia filiarum commovemini. Quid enim natura nobis iucundius, quid
carius esse voluit? quid est dignius in quo omnis nostra diligentia
indulgentiaque consumatur? [113] Homo importunissime, cur tantam iniuriam
P. Annio mortuo fecisti? cur hunc dolorem cineri eius atque ossibus inussisti,
ut liberis eius bona patria

— voluntate patris, iure, legibus tradita — eriperes,

et cui tibi esset commodum condonares? Quibuscum vivi bona nostra partimur,
iis

praetor

adimere

nobis

mortuis

bona

fortunasque

poterit?

NEC

PETITIONEM, inquit, NEC POSSESSIONEM DABO. Eripies igitur pupillae
togam praetextam, detrahes ornamenta non solum fortunae sed etiam
ingenuitatis? Miramur ad arma contra istum hominem Lampsacenos isse,
miramur istum de provincia decedentem clam Syracusis profugisse? Nos si
alienam vicem pro nostra iniuria doleremus, vestigium istius in foro nullum
esset relictum. [114] Pater dat filiae, prohibes; leges sinunt, tamen te
interponis! De suis bonis ita dat ut ab iure non abeat; quid habes quod
reprehendas? Nihil, opinor. At ego concedo; prohibe, si potes, si habes qui te
audiat, si potest tibi dicto audiens esse quisquam. Eripias tu voluntatem
mortuis, bona vivis, ius omnibus?

5.

키케로 [최고선악론] 2.55, 2.58

신탁유증을 통해 보코니우스 법을 회피하는 예:
키케로 [최고선악론] 2. 55. 나는 푸블리우스 섹스틸리우스 루푸스의 집에
갔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 때 그는 그의 친우들에게 다음의 사안을 거론하
였다. 즉 자신이 퀸투스 파디우스 갈루스의 상속인으로 되었는데, 갈루스
가 유언장에 쓰기를, 섹스틸리우스에게 요청하는바, 모든 상속재산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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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에게 가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섹스틸리우스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게다가 섹스틸리우스는 벌도 받지 않고 뜻대로 할 수 있
었다. 실로 누가 따질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우리들 중 누구도 믿지 않았
는바, 요청해야 할 바를 요청한다고 쓴 자보다는, 그 자신 이득을 얻는 자
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개연적이었다. 나아가 섹스틸리우스는, 자신이
보코니우스 법에 따라 선서했으므로, 친우들이 달리 생각하지 않는 한, 법
에 어긋나게는 감히 행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실로 아
직 청년들이었는바, 하지만 많은 명망 높은 이들 중 누구도 , 보코니우스
법에 따라 파디아에게 귀속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파디아에게 주
어야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었다. 섹스틸리우스는 매우 많은 상속재산
을 취득했는바, 만일 명예와 올바름을 모든 이득과 편의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그가 따랐더라면, 전혀 취하지 않았을 돈을 말이다. 그래
서 당신은, 그가 나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못하며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저 상속재산으로 부자가 되었
으며, 그것에 대해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법률에 따라 생겨난 금전을 값있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로 금전은
당신들(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위험이 따라와도 추구해야만 할 것인바,
크고 많은 쾌락의 제작자이기 때문이다. Memini me adesse P. Sextilio Rufo,
cum is rem ad amicos ita deferret, se esse heredem Q. Fadio Gallo, cuius in
testamento scriptum esset se ab eo rogatum ut omnis hereditas ad filiam
perveniret. Id Sextilius factum negabat. Poterat autem inpune; quis enim
redargueret? Nemo nostrum credebat, eratque veri similius hunc mentiri, cuius
interesset, quam illum, qui id se rogasse scripsisset, quod debuisset rogare.
addebat etiam se in legem Voconiam iuratum contra eam facere non au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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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 aliter amicis videretur. Aderamus nos quidem adolescentes, sed multi
amplissimi viri, quorum nemo censuit plus Fadiae dandum, quam posset ad
eam lege Voconia pervenire. Tenuit permagnam Sextilius hereditatem unde, si
secutus esset eorum sententiam, qui honesta et recta emolumentis omnibus et
commodis anteponerent, nummum nullum attigisset. Num igitur eum postea
censes anxio animo aut sollicito fuisse? Nihil minus, contraque illa hereditate
dives ob eamque rem laetus. Magni enim aestimabat pecuniam non modo non
contra leges sed etiam legibus partam. Quae quidem vel cum periculo est
quaerenda vobis; est enim effectrix multarum et magnarum voluptatum.

키케로 [최고선악론] 2.58. 만일 당신의 친우가 사망하면서 요청하기를,
자신의 딸에게 상속재산을 넘겨주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파디우스처럼
문서로 작성하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실로 당신은 넘겨줄 것이다. 에피쿠로스 자신도 아마 넘겨주었
을 것인바, 섹스투스의 아들 섹스투스 페두카이우스처럼 말이다. 섹스투스
페두카이우스는 여기 우리에게 인간성과 청렴함을 기리는 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남겨놓았는바, 박학하고 동시에 모든 이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정
의로운 저 섹스투스 페두카이우스는 자신이 저명한 로마 기사인 누르시아
의 가이우스 플로티우스로부터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음에도,
자진해서 가이우스의 부인에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에게 남편의 위
임을 제시하고, 상속재산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Si te amicus tuus moriens
rogaverit ut hereditatem reddas suae filiae, nec usquam id scripserit, ut scripsit
Fadius, nec cuiquam dixerit, quid facies? Tu quidem reddes; ipse Epicurus
fortasse redderet, ut Sex. Peducaeus, Sex. f., is qui hunc nostrum reliquit
effigiem et humanitatis et probitatis suae filium, cum doctus, tum omnium 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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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s et iustissimus, cum sciret nemo eum rogatum a C. Plotio, equite
Romano splendido, Nursino, ultro ad mulierem venit eique nihil opinanti viri
mandatum exposuit hereditatemque reddi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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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추모사Laudatio Funebris 관련 문헌 번역
1.

폴뤼비오스 53.1-54.1

실로 그들 사이에서 칭송받는 인물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장례
행렬을 마치기 위해, 시신은 여타 장식품들과 더불어 부리(연단)라 칭해
지는 지점을 향해 눈에 잘 띄게 세워진 상태로, 혹은 드물게는 비스듬히
뉘인 상태로 포룸으로 운반된다. [2] 모든 인민이 주위에 둘러선 후, 일정
연령에 이른 망자의 아들이 마침 거기 있는 경우엔 그 아들이, 그렇지 않
은 경우엔 거기 있는 사람 중 씨족에 속한 사람이 연단으로 올라가서 망자
의 훌륭한 점과 망자가 생전에 수행했던 업적에 관해 말한다. [3] 이 과
정을 통해 대중은 지나간 일을 기억뿐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바, 단
지 그 실연에 참가한 사람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감동받아,
저 불행은 오직 망자의 친지들에게만이 아니라 인민에게 공통적으로 발생
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4] 이것 다음으로, 시신을 묻고 정해진 관례
를 행하고 나서, 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나무로 된 사당에 망자의
模像을 놓는다. [5] 이 모상은 형태나 윤곽에 맞춰 각별히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진 두상이다. [6] 이러한 모상들을 公共祭典에서 전시하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배치한다. 집안 인물 중 칭송받는 이가 사망한 경우, 체격이나
기타 외형이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그것을 쓰고서 장례행렬로
간다, [7] 그리고, 집정관 u{pato~이나 법정관 strathgov~이었을 경우 자줏
빛 선을 두른 의복을, 호구감찰관 timhthv~이었을 경우 자줏빛 의복을, 凱
旋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업적을 성취했을 경우, 金刺繡 의복을 가져온다.
[8] 그리고 그들 자신이 수레를 타고, 속간 rJavbdoi과 부작斧斫 및 기타 정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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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에게 속하는 것을 구비하고서, 각자에게 즉 생전에 국가에서의 지위에
따른 적합한 방식으로 나간다. 연단에 도착하면, [9] 모두 상아 의자에 차
례로 착석한다. 명예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광경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기란 쉽지 않다. [10] 실로 덕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의
모상, 그것도 모두를 마치 살아서 숨 쉴 때와 같은 모습으로 본다면, 누구
도 일어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더 훌륭하게 54 [1].
보이겠는가, 이 광경보다 말이다. 곧 매장될 망자를 위한 추모사를 읽는 자
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거기 있는 모
상 중 가장 먼 조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각각의 업적과
행위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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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투리아 칭송” 비문 명칭 관련 문헌 번역
1.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Factorum ac dictorum memorabilium libri

6.7.2.

삼두정치가들에 의해 법익박탈자가 된 퀸투스 루크레티우스를 그의 부
인인 투리아가 침실 천장과 지붕사이에 숨겨두었고, 오직 여자 노예 한 명
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긴 하지만, 임박한 재난으로부터 큰 위험을 감수
하고 그녀는 남편을 무사히 지켜냈으며, 독특한 방식으로 보호했는바, 法
益剝脫者가 된 나머지 사람들이 남의 땅 혹은 적지에서 정신적으로나 육
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반면, 그자는 침실에서, 즉 부
인의 품 안에서 안녕을 보존했던 것이다. Q. Lucretium proscriptum a
2.

triumuiris uxor Turia inter cameram et tectum cubiculi abditum una conscia
ancillula ab inminente exitio non sine magno periculo suo tutum praestitit
singularique fide id egit, ut, cum ceteri proscripti in alienis et hostilibus
regionibus per summos corporis et animi cruciatus uix euaderent, ille in
cubiculo et in coniugis sinu salutem retineret.

2.

아피아노스 [내전기Bellum Civile] 2.54

루크레티우스와 미누키우스는 오리쿰의 다른 쪽에서, 폼페이우스를 위
한 식량을 실은 商船을 호위하던 18척의 거대한 함선으로, 카이사르가 상
선들을 취하지 못하게끔 상선들을 침몰시키고, 뒤라키움을 향해 도망쳤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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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아노스 [내전기] 4.44

3.

루크레티우스는 두 명의 충실한 노예들과 함께 방황하다가, 식량이 떨
어져 부인한테 갔는바, 병든 사람처럼 집안 노예들이 드는 들것에 실려 도
시로 갔다. 그런데 노예 중 한 명이 다리가 부러져서, 나머지 다른 노예에
손을 얹고서 갔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술라에 의
해 법익박탈자가 되어 끌려 나갔던 ,자신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보병대대를
보고서, 그 장소에서 겹치게 된 일에 혼비백산하여 노예와 함께 무덤 안으
로 숨었다. 그런데 무덤도둑들이 무덤들을 쑤시며 다니고 있었기에, 노예
가 제 옷을 벗어주는 동안 루크레티우스는 성벽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거
기서 루크레티우스는 노예를 기다려서 자기 옷을 나눠 입고 부인에게로
가서, 누군가 그가 법익박탈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까
지 부인의 도움으로 이중으로 된 천장에 숨어있었다. 후에 평화 시에 그
는 집정관직에 올랐다.
44.

4.

카이사르 [내전기Bellum Civile] 3.7.1-2

오리쿰에는 루크레티우스 베스필로, 데키무스 라일리우스의 명령으로
준비된 아시아 함선 18척과 더불어 미누키우스 루푸스, 그리고 코르퀴라
에서 온 함선 110척과 함께 마르쿠스 비불루스가 있었다.2. 그러나 카이사
르가 군함 12척을 도움용으로 끌고 갔을 때(그 중 4척만이 갑판이 구비되
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없어 감히 항구로부터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
으며, 비불루스는 함선에 가로막혀 또 能櫓軍들이 흩어져 신속히 제 때 나
타나지 못했는바, 카이사르의 도착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 전체에 퍼지기
도 전에 먼저 카이사르가 즉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

1. Erat Orici Lucretius Vespillo, et Minucius Rufus cum Asiaticis nav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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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quibus iussu D. Laelii praeerat, M. Bibulus cum navibus CX Corcyrae.
2. Sed neque illi sibi confisi ex portu prodire sunt ausi, cum Caesar omnino
XII naves longas praesidio duxisset, in quibus erant constratae IIII, neque
Bibulus impeditis navibus dispersisque remigibus satis mature occurrit, quod
prius ad continentem visus est Caesar, quam de eius adventu fama omnino in
eas regiones perferre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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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o-Called

Laudatio Turiae

(CIL VI 1527 cf. CIL VI 31670 + CIL VI 37053
= ILS 8393 (frag. a-e) = FI R A2 III 69)
Li, sunju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lassics and Classical Civiliz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scription so-called Laudatio Turiae, an epitaph for an wealthy woman,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its unusual length, its unique portrait
of a Roman woman living through the civil war, and for its representation of
the legal situations she was involved in.
The focus of this thesis is on the issues of the deceased woman’s possessions.
Firstly, this paper deals with the ways in which she acquired her patrimony
according to her father’s will. Secondly, it deals with the ways in which she
maintained the property with the help of her husband about forty years.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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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eals with her decision of divorce from her husband and her giving dowry to
her kin. From all these togeth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husband was made
a heir of the deceased.
The succession between wife and husband was rare in Rome. It was rare not
only in cases of intestacy, but also in cases of testate successions if there was
no child between them to succeed. Furthermore, epigraphic and papyrological
evidences reveal the majority of testators were male. It might be safe to say,
therefore, it was highly unusual that the husband of a couple without children
inherited the estate of his wife by her will, as in this case.
I argue this sheds a light on the reason why the inscription should be a long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ossession of the deceased. The heir was not an
agnate of the deceased woman and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heir or the
legatee might have the reason to justify and to announce his status as the heir
or the legatee in the agnatic structure of the Roman society of the 1st century
CE. Another long inscription for an woman in Augustan period extant today,
called Laudatio Murdiae also supports this assumption.
In the context of the Augustan epigraphic culture, So-Called Laudatio Turiae
could be an unusual kind of inscription. It could have functioned as a public
announcement and justification of being made a heir, when a deceased woman
made a person outside of her agnate as her heir in he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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