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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은 로마법상 사용취득의 권원 에서 일반 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pro suo
와 그 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pro possessore를 살핀 것이다. 권원은 소유권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승계취득 인 권원과 원시취득 인 권원이 두루 인정되었다. 일반 으

로 잘 알려진 권원들은 거개가 법률행 에 기 한 승계취득 인 것이었던 반면에, 고
찰의 주된 상이었던 pro suo는 특별한 권원의 표시로서는 자를 제외한 일체의(특
별히 명명되지 않은) 권원을 포 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건원이 인정될 때 그 상황을 

부연하여 확인하는 기능의 일반 인 어법도 알려져 있었다. 법률가들 에서는 유독 

폼포니우스의 경우 아직 개념 인 확실성이 분명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

면 승되어 존하는 사료의 양 , 질  한계 탓인지도 모른다. 그밖에 바실리카 법

의 승은 구체 인 권원의 표시 부분들이 그리스어로의 번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비잔틴법에 이르면 당시 법의 상을 반 하면서 체

로 취득시효의 권원에 큰 심이 없었음을 보여 다. Pro possessore는 사용취득의 자

격이 없는 모든 유자에게 사용되었다. 그밖에는 로마법 연구자들의 로마법 이해방

식에 발되어 로마법학의 법학으로서의 독특성을 몇몇 측면에서 부각시키는 작업도 

얼마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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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A. 사용취득과 권원

로마법상 소유권 취득의 방식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 의 하나가 이른바 사용

취득(usucapio)이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일정한 경우에 － 가장 형 인 것이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다 －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

을 그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그 취득에 하여 선의인 한, 동산의 경우에는 

1년, 부동산의 경우에는 2년간 유 사용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 으로 취득하게 

되는 로마 시민법상의 고유한 제도이다. 사용취득은 원래 법한 취득의 입증을 

비교  단기의 기간 후에 불필요하게 만들기 한 것이었지만, 후에는 실체법  

기능도 얻게 되어 소유권 취득의 한 방식이 되었다.1) 모든 경우에 요건은 취득

자가 유자라는 것이었다. 기원  1세기에는 여기에 정당한 사유의 요건이 추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다시 취득자로부터 선의가 요구되었다. 도난⋅횡령물은 사

용취득에서 배제되었다.2) 이 사용취득의 요건은 종래 다음과 같은 韻句로 표

되어 법학도의 기억을 도왔다.3)

res habilis, titulus, fides, possessio, tempus

(사용취득가능물, 권원, 선의,4) 자주 유, 기간)

이 은 이 에서 권원(titulus)과 련하여 그 일반론5)에 이어 종래 우리나라

1) 이러한 사정을 de Soto, 323은 한마디로 “Usucapere enim nihil aliud est quam usu 
vendicare”라고 표현하였다.

2) 사용취득과 권원 일반에 관해서는 최병조 IV 참조. 
3) Kaser/Knütel, § 25 Rn.7 (p.125); Lee, 120 (§ 169).
4) 극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선의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취득이 인정되었

었다. 대표적인 예 (제3자의 노예를 정당하게 부리고 있던 자가 그 노예를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委付한 경우):
D.9.4.28 Africanus 6 quaestionum. 
Et generaliter si alieni servi nomine, qui tibi iustam servitutem serviret, noxali tecum 
egerim tuque eum mihi noxae dederis: sive me possidente dominus eum vindicet, 
exceptione doli mali, nisi litis aestimationem offerat, eum summovere possum, sive 
ipse possideat, Publiciana mihi datur, et adversus excipientem “si dominus eius sit” 
utilem mihi replicationem doli mali profuturam et secundum haec usu quoque me 
capturum, quamvis sciens alienum possid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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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가 없었던 pro suo 부분을 좀 더 세 하게 살펴보려는 것이다.6) 련된 

다수의 사료들에 한 반 인 수정비  고찰은 Mayer-Maly I의 연구를 지시

하는 것으로 체한다.7) 이곳에서는 Mayer-Maly I 이후의 연구추세와도 일치하

게 개별 인 승상의 문제 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보수 인 입장에서 승

된 사료의 진정성을 제하 다. 그리고 pro suo를 다루는 김에 권원의 否定態라

고 할 pro possessore도 아울러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원사료를 가

능한 한 충실히 소개하는 데에 주안 을 두었다.

B. usus와 possessio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용취득은 

자 그 로 사용(usus)에 의하여 취득하는(capio) 것(usu-capio)이므로, 그 요건은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 유”가 요건으로 거론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주제

는 별도의 논구가 필요한 만큼 이곳에서는 그 개략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8) 

12표법에 등장하는 usus는 12표법 해석의 통 속에서 고수되다가 공화정기 

말 고 기 前의 법학에 이르면 스토아의 법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되기에 이

른다. 그 핵심은 만물은 인간을 하여 창조되었고, 따라서 인간은 만물에 하

여 그것을 ‘사용’할 가치 있는 지 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용은 사회

 계 속에서 재화의 공존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사회 -연

인’ 가치원리에 의하여 제어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9) 이 usus가 그 

5) 최병조 IV. 참고로 권원의 표시와 관련하여 현승종/조규창, 571f.에는 각각 pro emptio 
venditio, pro donatio, pro solutio, pro derelictio로 라틴어 표기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라틴어 문법상으로 불가능한(왜냐하면 탈격지배 전치사 pro 다음에 주격 
명사를 썼으므로),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표시이고, 물론 로마법률가들은 이렇게 표기
하지 않았다. 개설서에도 나오는 전문용어를 이처럼 틀리게 표기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6) Cf. 최병조 IV, 464.
7) Mayer-Maly I, 35ff.; 49ff.; 64; 127ff.
8) 이하의 서술은 특히 Okko Behrends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

영한 것이다. 후술 [附論 I] 참조.
9) Cicero, de officiis 1.7.22: … ut placet Stoicis, quae in terris gignantur, ad usum 

hominum omnia creari, homines autem hominum causa esse generatos, ut ipsi inter se 
aliis alii prodesse possent, in hoc naturam debemus ducem sequi, communes utilitates 
in medium adferre, mutatione officiorum, dando accipiendo, tum artibus, tum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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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고 법에서 이해되듯이 물건에 한 장악과 배타 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무엇보다도 고래의 usus-혼인(XII. tab. 6.5 = Gai. 1.111)10)을 보면 알 수 

있다.11) 우리가 로마인들을 아무리 제국주의  마 라고 가정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물건처럼 유해서 手權(manus)을 취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이다. 고 기 前의 법에서 usus는 고 기 법률가들의 단순한 유(possessio), 즉 

유자[人]와 물건[物]의 계가 아니라 人과 人 사이의 ‘사회  유 계’ 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에는 고 법의 유뿐 아니라, 계  차원의 意思的 

요소(affectio)12)와 정당화 원리 － usus는 abusus가 아닌 한 원칙 으로 정당한 

tum facultatibus deuincire hominum inter homines societatem.
(그리고 스토아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필요를 위
해 창조된 것이고,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을 위해 태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자연 상태인 인간 본성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아 따라
야 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항상 그것을 중심문제로 생각하고 서로 간의 의무를 교
환해야 하며, 때에 따라 기술, 노동, 재능을 주고 받음으로써 인간사회를, 인간과 인간
의 결속을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한다. [허승일 옮김, 30f.])
이 논리의 귀결은 果實이란 자연이 인간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omnes fructus 
rerum natura hominum gratia comparavit) 노예의 자식도 사람의 자식인 한 결코 과실
일 수 없다는 M. Brutus (기원전 142년 법무관)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에 
이르기까지의 로마의 통설이었다. Kunkel/Mayer-Maly, 85 + n.9; Kaser I, 113 n.8; 
284 n.12; 최병조 III, 199 n.62.
Cicero,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1.4.12: An, partus ancillae sitne in fructu 
habendus, disseretur inter principes civitatis, P. Scaevolam M’.que Manilium, ab iisque 
M. Brutus dissentiet -- quod et acutum genus est et ad usus civium non inutile …
D.7.1.68.pr Ulpianus 17 ad Sabinum. 
Vetus fuit quaestio, an partus ad fructuarium pertineret: sed Bruti sententia optinuit 
fructuarium in eo locum non habere: neque enim in fructu hominis homo esse potest. …
Inst. 2.1.37: In pecudum fructu etiam fetus est, sicuti lac et pilus et lana: itaque agni 
et haedi et vituli et equuli statim naturali iure dominii sunt fructuarii. partus vero 
ancillae in fructu non est, itaque ad dominum proprietatis pertinet: absurdum enim 
videbatur hominem in fructu esse, cum omnes fructus rerum natura hominum gratia 
comparavit.

10) Gai. 1.111: Usu in manum conueniebat quae anno continuo nupta perseuerabat; quia 
enim ueluti annua possessione usucapiebatur, in familiam uiri transibat filiaeque locum 
optinebat. itaque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ut si qua nollet eo modo in manum 
mariti conuenire, ea quotannis trinoctio abesset atque eo modo <usum> cuiusque anni 
interrumperet. sed hoc totum ius partim legibus sublatum est, partim ipsa desuetudine 
oblitteratum est.
12표법 규정의 번역문은 최병조, 로마法硏究(I) (1995), 16 참조.

11) 최병조 I, 302.
12) D.41.2.3.6 Paulus 54 ad edi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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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usus-혼인의 규정에서도 그 요건이 아니라 그 단요건인 trinoc-

tium이 규정되었다 － 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 재화의 사용은 이 법학에 따르면 

재화의 사용가치를 실 하는 행 이고, 이것은 그 물건 자체에 한 사실 인 지

배 － 이것은 물건의 괴나 양도에서 가장 나라하게 실 된다 －, 즉 교환가치

만이 요한 과는 확실히 다른 인 것이다. 이 은 고 기 前의 법이 사

용 도(furtum usus)를 인정한 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반면에 고 기 법은 

물건 자체에 한 장악과 취거를 수반하지 않는 재화가치의 획득은 도 개념 자

체에서 배제한다.13) 고 법의 법률가들(Servius Sulpicius Rufus [ca. 106-43 BC]

이후)은 선배세 의 법률가들(특히 Quintus Mucius Scaevola, pontifex maximus 

[140-82 BC])이 人-人 계에 주목하여 상호의무  에서 원리 으로 법학을 

개하고, 그 결과 그것 자체로서도 포착하기 어려운 재화가치의 침탈이 사

으로 구체화된 방식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한, 개인의 자유와 私益에 한 보장을 

기 할 수 없다고 반발함으로써 법의 역이 사 으로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

구하고, 엄격한 구성요건의 설정과 그에 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이를 구 하

며(따라서 법이 포착하지 않은 부분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이다) 私法의 

역을 人-物의 냉정한 즉물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하 다.14) 그 귀결의 가장 큰 

것  하나가 바로 ‘물건에 한 사실 (naturalis, corporalis) 지배’로서의 유

(possessio) 개념이고, 이 유의 개인주의  단독성과 배타성이다.15) 이때 意思的 

요소(animus)는 더 이상 對人的 에 선 affectio가 아니라 對物的 에서 

In amittenda quoque possessione affectio eius qui possidet intuenda est: itaque si in 
fundo sis et tamen nolis eum possidere, protinus amittes possessionem. igitur amitti et 
animo solo potest, quamvis adquiri non potest. 

13) 최병조 I, 260f. (그곳 본문 맨 마지막 줄의 Gai. 3.45는 Gai.2.45의 오식이다)
14) Cf. 최병조 I, 240f.
15) 이 점은 한 장소에 동시에 두 사람이 앉거나 설 수 없다는 다음 개소들의 설시에서 

두드러진다.
D.41.2.1.pr Paulus 54 ad edictum. 
Possessio appellata est, ut et Labeo ait, a sedibus quasi positio, quia naturaliter tenetur 
ab eo qui ei insistit, quam Graeci κατοχήν dicunt. 
D.41.2.3.5 Paulus 54 ad edictum.
Ex contrario plures eandem rem in solidum possidere non possunt: contra naturam 
quippe est, ut, cum ego aliquid teneam, tu quoque id tenere videaris. … non magis 
enim eadem possessio apud duos esse potest, quam ut tu stare videaris in eo loco, in 
quo ego sto, vel in quo ego sedeo, tu sedere vide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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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體素(corpus)를 동반하는 心素로서 포착된다.16) 이러한 유 자체의 애한 

개념규정과 함께,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종합  사고의 법학(이런 의미

에서의 말하자면 ‘jurisprudence’)으로부터 분석  사고의 법학(이런 의미에서의 

말하자면 ‘legal science’)으로의 환과 함께, usus 개념 속에 함축되었던 다른 

요소들 역시 독자 인 구성요건으로 독립하 으니, 그  표 인 것이 바로 

causa possessionis로서의 titulus인 것이다. 교환가치에 한 이 아닌 한 사용

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로마법학사상의 변화가 농업사회 로마로부터 상

공업사회 로마로의 변화 추세  로마의 제국으로의 발 과 궤를 같이했다는 것

도 주목할 이다. 행 민법 제192조의 유 개념은 － 근  이후의 개인주의

의 발 과 산업 명 후 상업화의 길을 간 사회변화가 반 된 서양의 법 들과 

한가지로 － 바로 이러한 고 법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통  물건  유, 

그에 따른 물권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쉽지 않은 무체재산권이나 인터넷상의 가

상 실과 같은 새로운 상 등이 재화가치에 한 새로운 인식을 구하기에 이

르 다. 우리 법에 최근 다시 고 기 前의 형 인 법형상이 도입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형법 제331조의2가 사용 도를 처벌하게 된 것이다. Mayer-Maly

가 말하는 법형상의 회귀 상의 한 이다.17)

로마법 에는 고 기의 법이 종을 이루지만 그 이 의 법도 해진다. 이 

논문은 － 학계의 행상 개 별다른 언 이 없는 경우 이미 암묵 으로 그러

한데 － 고 기의 사용취득을 고찰한다. 따라서 그 요건인 ‘ 유’는 더 이상 usus

가 아니라 possessio이다. 후 에 possessio가 usus를 체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실 계가 (법학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배타 이 아니라 상당히 겹

친다는 이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어 든 possessio 개념이 철된 후로는 이것

을 떠나서는 로마의 법률가들도 사고를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고 기 前의 법

 통이 반 되는 곳에서도 동일한 용어가 구사되었기 때문에, 암호 수 의 정

한 해독이 필요하다. 로마의 유법이 사비니18)와 링19) 이래의 집 인 노

16) D.41.2.8 Paulus 65 ad edictum. 
   Quemadmodum nulla possessio adquiri nisi animo et corpore potest, ita nulla amittitur, 

nisi in qua utrumque in contrarium actum est.
17) Mayer-Maly II, 1ff.
18) Das Recht des Besitzes (1803).
19) Über den Grund des Besitzschutzes. Eine Revision der Lehre vom Besitz (Zweite 

verbesserte und vermehrte Auflage, 1869); Der Besitzwille. Zugleich eine Kritik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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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가장 악하기 힘든 분야에 속하는 까닭이고,  일본을 

경유하여 받아들인 서양법을 통해서 로마법을 유스티니아 스 입법의 혼합된 상

태로 수용한 우리 행민법의 유법이 제192조의 자신만만한 고 법  개념 선

언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한 바를 法典法의 이념에 충실하게 민법의  분야는 

고사하고 바로 유편에서조차도 일 되게 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所以인 것이다. 

참고로 재화의 사용가치에 한 강조와 재물에 한 독  지배의 은 우

리에게도 잘 알려진 공동소유에 한 념에도 그 로 반 되었다. 여러 사람이 

한 물건에 하여 공동으로 소유할 때, 물건 체에 미치는 사용권능을 당연시하

고, 따라서 각자의 개별 인 몫은 교환가치상의 지분으로, 따라서 공유상태에서

는 그  념 으로만(intellectu) 포착되는 지분으로, 악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유물의 실물 (corpore) 분할과 분배는 체로서의 물건에 한 사용을 해하

는 것이기에 자연에 반하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반면에 후자의 입

장에서는 공동소유란 기본 으로 단독소유로 가기 단계의 잠정 인 상태일 뿐

이고, 어디까지나 실용  차원에서 다른 단이 가능한 문제 다. 일응 체와 

부분이라는 철학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무키우스와 세르비우스의 다음 개소들은 

이를 웅변 으로 증명한다. 

D.50.16.25.1 Paulus 21 ad edictum.

Quintus Mucius ait partis appellatione rem pro indiviso significari: nam quod 

pro diviso nostrum sit, id non partem, sed totum esse. Servius non ineleganter 

partis appellatione utrumque significari. 

(퀸투스 무키우스는 部分이라는 명칭은 물건을 불분할 상태로 의미하는 것이

니, 왜냐하면 분할 상태로 우리의 것인 것은 부분이 아니라 체이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 세르비우스는 리하게 부분이라는 명칭은 양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의 결은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라 실익이 있는 문제 다. 표

인 는 다음의 개소가 제공한다.20) 

herrschenden juristischen Methode (1889).
20)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Kaser I과 II가 이들 개소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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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2.83 Paulus 1 manua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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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rumque fundum extenditur an, cum succisa arbor vel lapis exemptus eius sit 

cuius fundus, pro ea quoque parte singulorum esse debeat, pro qua parte in 

fundo fuerat? an qua ratione duabus massis duorum dominorum flatis tota massa 

communis est, ita arbor hoc ipso, quo separatur a solo propriamque substantiam 

in unum corpus redactam accipit, multo magis pro indiviso communis fit, quam 

massa? sed naturali convenit rationi et postea tantam partem utrumque hab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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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가 궁구되어야만 한다: 즉, 토지경계 구역[條帶]21) 상에 생육한 나

무,  양 토지에 걸쳐서 뻗은 돌의 경우, 잘린 나무나 뽑힌 돌은 [경계구역의 

간선을 기 으로] 토지의 소유자 소유이므로 한 그것이 토지 내에 있었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실물 ]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소유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2인

의 소유자의 두 속덩어리가 융합되면 체 덩어리가 공유인 것과 같은 이유로,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물체로 환원된 고유의 실체를 취함으로써 

속덩어리보다도 더 불가분 으로 [즉 지분 으로] 공유가 되는가? 그런데 양 

소유자가 나 에도 돌에 해서나 나무에 해서나 땅 속에서 [실물 으로] 가졌

던 만큼의 몫을 [ 념  지분으로] 가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D.10.3.19.pr Paulus 6 ad Sabinum. 

Arbor quae in confinio nata est, item lapis qui per utrumque fundum 

extenditur quamdiu cohaeret fundo, e regione cuiusque finium utriusque sunt nec 

in communi dividundo iudicium veniunt: sed cum aut lapis exemptus aut arbor 

eruta vel succisa est, communis pro indiviso fiet et veniet in communi dividundo 

iudicium: nam quod erat finitis partibus, rursus confunditur. qua re duabus massis 

duorum dominorum conflatis tota massa communis est, etiamsi aliquid ex prima 

specie separatum maneat: ita arbor et lapis separatus a fundo confundit ius 

dominii. 

방법론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21) 로마에서 통상 5步(pedes)의 경계구역은 私소유권에서 제외되었다(cf. XII. tab. 7.4 = 

Cicero, de legibus 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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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구역[條帶] 상에 생육한 나무,  양 토지에 걸쳐서 뻗은 돌은 토지

에 結着되어 있는 동안은 [경계구역의 간선을 기 으로] 양 토지소유자의 각각

에 속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의 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돌이 뽑히거나 나무가 

캐내지거나 잘린 경우에는 불가분으로 [즉 지분 으로] 공유가 될 것이며, 공유

물분할소송의 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들로 구획되었던 것이 다시 섞이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인의 소유자의 두 속덩어리가 함께 융합

되면 체 덩어리가 공유인 것인바, 비록 이 의 형상의 어떤 것이 구별되어 남

더라도 그러하다. 그래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나무와 돌은 소유권을 섞는 것이다.)

물론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사물의 본성과 사회경제  유용성으로 인하여 지분

 공유가 통설이 되었고,22) 우리 민법에도 그 로 수용되었다. 로마법의 고 기

22) 가령 D.13.6.5.15 Ulpianus 28 ad edictum.
Si duobus vehiculum commodatum sit vel locatum simul, Celsus filius scribit libro 
sexto digestorum quaeri posse, utrum unusquisque eorum in solidum an pro parte 
teneatur. et ait duorum quidem in solidum dominium vel possessionem esse non posse: 
nec quemquam partis corporis dominum esse, sed totius corporis pro indiviso pro parte 
dominium habere. usum autem balinei quidem vel porticus vel campi uniuscuiusque in 
solidum esse (neque enim minus me uti, quod et alius uteretur): verum in vehiculo 
commodato vel locato pro parte quidem effectu me usum habere, quia non omnia loca 
vehiculi teneam. sed esse verius ait et dolum et culpam et diligentiam et custodiam in 
totum me praestare debere: quare duo quodammodo rei habebuntur et, si alter con-
ventus praestiterit, liberabit alterum et ambobus competit furti actio, [D.13.6.6 Pom-
ponius 5 ad Sabinum.] ut alterutro agente alterius actio contra furem tollatur.
(두 사람에게 탈것이 동시에 사용대여되거나 임대된 경우 子 켈수스는 ｢학설집｣ 제6
권에서 그들 중 각인이 전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문제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물론 전부의 소유권이나 점유가 두 사람
의 것일 수는 없고, 또 물체의 어떤 부분의 소유자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전체 물체
의 불분할적 부분 소유권을 가진다. 그런데 목욕탕이나 柱廊이나 운동장의 사용은 각
자에게 전부가 가능하다(왜냐하면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대여 또는 임대된 탈것의 경우에는 나는 
부분으로만 실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바, 왜냐하면 탈것의 모든 곳을 내가 차지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전체에 대하여 고의와 과실과 주의의
무와 보관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보다 더 옳다.’ 그런 고로 두 사람이 어느 
의미에서 연대채무자로 취급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1인이 제소되어 이행할 경우에는 
다른 1인을 해방시킬 것이고, 양자에게 절도소권이 인정되며, 
D.13.6.6 Pomponius 5 ad Sabinum.
ut alterutro agente alterius actio contra furem tollatur.
(그 결과 그 중 1인이 제소하면 다른 1인의 盜人을 상대로 한 소권은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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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 산드리아에서 활약했던 그리스도교 敎父 클 멘스(Titus Flavius Clemens 

Alexandrinus, ca. 150-211/216)가 스토아 사상과 성경의 향 하에서 재산의 목

을 모든 사람들이 나 는 것이라고 설 하면서 재산(χρήματα)의 용도가 지배

가 아니라 ‘사용’(χρη̃σις = usus)임을 강조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23)

II. Pro suo

A. 일반적 용법

Pro suo는 자그 로 “자기의 것으로서”란 뜻이다. 이런 일반 인 의미에서 

소유자는 pro suo로 유한다.24) 로마법 사료에서 이 표 은 불법한 취득행 와 

련해서도 발견되는데, 이때에는 일반 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하에서는 법사료를 법률가들의 연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25) 

(1) 먼  다음 수스(100-130)의 개소에서는 受置物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 領得의 의사로 횡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죄를 구성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도에 가깝지만 엄 한 의미에서 도는 아니라

D.45.3.5 Ulpianus 48 ad Sabinum.
Servus communis sic omnium est non quasi singulorum totus, sed pro partibus utique 
indivisis, ut intellectu magis partes habeant quam corpore: et ideo si quid stipulatur vel 
quaqua alia ratione adquirit, omnibus adquirit pro parte, qua dominium in eo habent. 
licet autem ei et nominatim alicui ex dominis stipulari vel traditam rem accipere, ut ei 
soli adquirat. sed si non nominatim domino stipuletur, sed iussu unius dominorum, hoc 
iure utimur, ut soli ei adquirat, cuius iussu stipulatus est.
(공동의 노예는 공유자 각인이 전체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분할 부분에 
의해 소유하는 것으로, 유체적으로라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 문답계약으로 要約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자 모두를 위하여 
그들이 그 노예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상당의 부분만큼씩 취득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명시적으로 공유자 중 어떤 자를 위하여 요약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받아서 그만을 위
해서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한 공유자를 위하여 요약을 하는 것
이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의 지시로 요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의 지시로 요약한 그 자
만을 위하여 취득한다는 것이 현행법이다.)

23) 상세는 아빌라, 73-88.
24) Stintzing, 98.
25) 연도순에 의한 고찰이 반드시 능사가 아님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이곳에서

는 시간적 발전의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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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受置 사실의 단순한 否認과 비되었다. 이것은 도가 성립하기 해서는 

로쿨루스 학 가 요구하는 타인 물건의 은 한 취거(rem alienam clam amovere)

에는 못 미치더라도 단순한 否認(infitiatio)26)이나 부인의 意思(infitiandi animus)27)

만으로는 안 되고 어도 사비 스 학 가 요구하는 불법 인 領得(contrectatio 

fraudulosa invito domino: ‘남의 물건에 비난가능하게 손을 ’)28)에는 이르러야 

한다29)는 법리에 터잡은 것이다.30)

26) Bas.60.12.67 Schol. 1)(Heimbach V, p.520): “Inficiatur is, qui actori dicit: Proba, an 
vera dicas: ego enim nihil scio.”

27) D.41.2.3.18 Paulus 54 ad edictum. 
Si rem apud te depositam furti faciendi causa contrectaveris, desino possidere. sed si 
eam loco non moveris et infitiandi animum habeas, plerique veterum et Sabinus et 
Cassius recte responderunt possessorem me manere, quia furtum sine contrectatione 
fieri non potest nec animo furtum admittatur.   

28) 테오필루스의 법학제요 義解에 의하면 이것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물건을 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Theophilus, Paraphrasis 2.6.3 (Ferrini, p.132 lin. 9-11): contrectare est instar domini in 
re versari et in ea facere quae dominum decent.

29) D.47.2.52.19 Ulpianus l37 ad edictum. 
Neque verbo neque scriptura quis furtum facit: hoc enim iure utimur, ut furtum sine 
contrectatione non fiat. quare et opem ferre vel consilium dare tunc nocet, cum secuta 
contrectatio est. 
Paul. D.41.2.3.18 cit. (위 주 27).
D.16.3.29.pr Paulus 2 sententiarum = PS 2.12.5. 
Si sacculum vel argentum signatum deposuero et is penes quem depositum fuit me 
invito contrectaverit, et depositi et furti actio mihi in eum competit. 
Contrectatio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개소도 실질은 같은 내용이다.
D.47.2.52.7 Ulpianus 37 ad edictum.
Eum creditorem, qui post solutam pecuniam pignus non reddat, teneri furti Mela ait, si 
celandi animo retineat: quod verum esse arbitror.
Kaser I, 615 n.13. 한편 Kaser의 경우 언급이 없는 다음 개소의 사례에서도 neque 
reddere constituere는 당연히 contrectatio의 의미로 새겨야만 할 것이다. 同旨 Matthaeus, 
ad D.47.1 caput I. n.4 (p.48).
D.41.2.47 Papinianus 26 quaestionum. 
Si rem mobilem apud te depositam aut ex commodato tibi, possidere neque reddere 
constitueris, confestim amisisse me possessionem vel ignorantem responsum est. ,… 
igitur earum quidem rerum, quae ratione vel anima carent, confestim amittitur posse-
ssio, homines autem retinentur, si revertendi animum haberent.  

30) 최병조 I, 260f.; Behrends IX, 100 n.152; 상세는 Behrends VI, 197ff.; Kaser I, 614f. 
또한 I.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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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2.68.pr. Celsus 12 digestorum.31) 

Infitiando depositum nemo facit furtum (nec enim furtum est ipsa infitiatio, 

licet prope furtum est): sed si possessionem eius apiscatur intervertendi causa, 

facit furtum.32) nec refert, in digito habeat anulum an dactyliotheca quem, cum 

deposito teneret, habere pro suo destinaverit. 

(任置를 부인함으로써 아무도 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인 자체

는 한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도에 가깝더라도). 그러나 그 유를 

횡령의 목 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치로 책임

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기로 정한 반지를 손가락에 가지는가 아니면 

지환함(指環函)에 가지는가는 상 이 없다.)

(2) 다음 폼포니우스(130-180)의 개소에서 도둑이 훔친 물건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된 것으로’ 유하는 경우에 pro suo로 유하기 시작한다는 설시

에 해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율리아 스가 사용취득의 권원으로 pro suo가 아니

라 pro emptore롤 언 하는 것33)과 비교된다. 

31) Bas.60.12.67 (Heimbach V, p.520):
Cels. Qui inficiatur depositum, non tenetur furti, nisi et animum habeat eius habendi 
sibi. 

32) 同旨 D.47.2.1.2 Paulus 39 ad edictum. 
Sic is, qui depositum abnegat, non statim etiam furti tenetur, sed ita, si id intercipiendi 
causa occultaverit. 

33) D.43.26.6.3 Ulpianus 71 ad ed.
Iulianus ait eum, qui vi alterum deiecit et ab eodem precario rogavit, desinere vi 
possidere et incipere precario, neque existimare sibi ipsum causam possessionis mutare, 
cum voluntate eius quem deiecit coeperit precario possidere: nam si ab eodem emisset, 
incipere etiam pro emptore posse dominium capere.
(율리아누스는 가로되, 폭력으로 타인을 축출하고는 같은 자로부터 허용점유로써 요청
했던 자는 폭력으로 점유하기를 그치고 허용점유로써 점유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며, 또 
스스로를 위하여 그 자신이 점유의 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바, 왜냐하
면 그가 축출한 자의 의사에 기하여 허용점유로써 점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인즉, 그가 
같은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또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하기를 시작할 수 있
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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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3.32.pr. Pomponius 32 ad Sabinum.34)

 Si fur rem furtivam a domino emerit et pro tradita habuerit, desinet eam pro 

furtiva possidere et incipiet pro suo possidere.35)  

(도둑이 盜品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인도된 것으로서 가진 경우에는 그는 

그 물건을 盜品으로서 유하기를 그치고 자기 것으로서 유하기를 시작할 것

이다.) 

그 다면 이때에 pro emptore가 아니라 pro suo가 사용된 것은 어 된 일일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① 하나는 pro suo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취득과 무 하게 일반 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고, 

‘인도된 것으로’, ‘盜品으로’, ‘자기 것으로’에 사용된 치사 pro는 모두 동일한 

맥락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다. ② 다른 하나는 그 문맥상36) 이 

개소가 사용취득을 다룬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다면 어떤 이유에선가 소유자로부

터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정상 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한 것이

고, 그래서 이때의 pro suo도 다음 B에서 살펴볼 사용취득 권원으로 사용된 것

이라고 새기는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가 원래의 문맥에 부합한다면, pro emptore

와 동시에 인정되는 의의 pro suo (후술 B.1)이든가, 아니면 이때의 상황이 

도 후 매매라는 것을 감안하여 일반 인 매매와 다르다고 본 까닭에 pro emptore 

신에 인정되는 의의 pro suo (후술 B.2)로 악한 터일 텐데, 자일 확률이 

크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다. 오히려 폼포니우스의 경우 그의 다른 개소들(후

술 B.2.(2),(4),(5))과 함께 종합 으로 고려해 보면 pro suo의 개념이 아직 상당히 

모호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는 의의 pro suo 쪽이라고 보인다.

(3) ‘Pro ~’라는 표 은 다른 경우에도 그 문맥상 권원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일반 인 용법으로 사용되곤 하 다. 가령 다음의 울루스(175-230) 개소의 pro 

34) Bas.50.3.31.pr (Heimbach V, p.59):
Si quod subripueras, a domino emeris, possidere incipis ut proprium.

35) 同旨 D.47.2.85 Paulus 2 ad Neratium. 
Quamvis res furtiva, nisi ad dominum redierit, usucapi non possit, tamen, si eo 
nomine lis aestimata fuerit vel furi dominus eam vendiderit, non interpellari iam 
usucapionis ius dicendum est. 

36) Lenel II, Pomponius fr.761 (p.141) 및 D.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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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o가 그런 이다.

D.41.3.13.2 Paulus 5 ad Plautium.37)

Si mandavero tibi, ut fundum emas, ex ea causa traditum tibi [diutina 

possessione]<usu>38) capis, quamvis possis videri non pro tuo possidere, cum 

nihil intersit, quod mandati iudicio tenearis. 

(내가 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임한 경우 그 원인으로 에게 인도된 것

을 는 사용취득하는바, 비록 네가 를 해서 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말이다. 반면에 네가 임소권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무 상 이 없다.)

 컨  사용취득이 악의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다음의 울루스 개소에서 

pro emptore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일반 인 유의 사유와 특정한 사용취득의 

원인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9) 선의의 효과가 사용취득과 果

實 취득의 측면에서 달라지는 모습도 이러한 이다.40)

D.41.4.2.1 Paulus 54 ad edictum.41)

Separata est causa possessionis et usucapionis: nam vere dicitur quis emisse, 

sed mala fide: quemadmodum qui sciens alienam rem emit, pro emptore possidet, 

licet usu non capiat. 

37) Bas.50.3.12.2 (Heimbach V, p.57):
Quod mandato meo emisti et accepisti, usucapis, etiamsi actione mandati tenearis.
바실리카 법전의 재현에 pro tuo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또한 바로 그 
증좌이기도 하다.

38) Lenel I, Paulus fr.1112 n.5 (p.1153).
39) Cuiacius, ad h.l., p.1167 B. 
40) D.41.1.48.1 Paulus 7 ad Plautium.

In contrarium quaeritur, si eo tempore, quo mihi res traditur, putem vendentis esse, 
deinde cognovero alienam esse, quia perseverat per longum tempus capio, an fructus 
meos faciam. Pomponius verendum, ne non sit bonae fidei possessor, quamvis capiat: 
hoc enim ad ius, id est capionem, illud ad factum pertinere, ut quis bona aut mala 
fide possideat: nec contrarium est, quod longum tempus currit, nam e contrario is, qui 
non potest capere propter rei vitium, fructus suos facit.

41) Bas.50.4.1.2 (Heimbach V, p.64):
Separata est causa possessionis et usucapionis: unde malae fidei emptor pro emptore 
quidem possidet, sed non usuca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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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원인과 사용취득의 원인은 별개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어떤 자는 매수

했다고 이야기되지만. 악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 매수한 자는 매수인으로서 유하는 것이지만 사용취득하지는 못하는 것

이다.)

(4) 라이덴 울루스 단편의 다음 개소도 범죄행 자가 타인의 노 나 자유인

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한다는 일반 인 의미로 사용된 이다.

Paulus Leidensis, II. 12-14:42)

Senator qui servo alieno vel homine libero pro suo utitur, praeter legem 

Fabiam de suppressis et repetundarum tenetur.

(타인의 노  는 자유인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원로원의원은 인물은폐에 

한 비우스법 말고도 한 불법이득에 한 법률에 의해서도 책임을 진다.) 

B. 사용취득의 권원인 pro suo

1. 의의 pro suo (generalis)

이제 사용취득의 권원으로서 pro suo를 살피기로 한다.43) Pro suo는 늘 

possidere와 함께 쓰이거나(Paul. D.41.2.3.4; Ulp. D.41.10.1.pr; Pomp. D.41.10.4.2; 

Proc. D.23.3.47) 직  usucapere와 쓰 다(Cels.-Ulp. D.41.3.27; 후술 2.(3)). 그

지만 자의 경우에도 “pro suo possidendo usucepit” (Proculus D.23.3.67; 후술 

2.(1))에서 보듯이 사용취득과의 연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거의 부분 이 게 

쓰인 것은 ― 실제로 모든 경우에 유의 권원과 사용취득의 권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Paul. D.41.4.2.1)44) ― pro suo의 경우는 이들이 일치하 기에 

possidere만으로 족하 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수설과 달리 (usucapio의 요건인) 

pro suo possidere와 usucapio 자체를 분리한 것으로 악하는 설이 있다.45) 그러

나 이는 잘못이다.46) 다른 경우에도 가령 pro emptore possidere와 같이 쓰지만 

42) Brasiello, 72f.에서 재인용.
43) 권원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최병조 IV, 484.
44) Paul. D.41.4.2.1 cit. (위 주 41).
45) Harke, 25
46) 필자와 同旨 Mayer-Maly I; Hausmaninger (Harke, 25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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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usucapio와 분리된 요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상의 학설과는 

다른 의미에서 Vacca I은 possessio pro suo의 경우에는 권원과 무 하게47) 

유의 상황에 한 선의에 법질서에 의한 보호의 차원에서 사용취득의 효과가 부

여된 것으로 새기고,48) 특히 이것을 이른바 오상권원의 사례들에 의거해서 뒷받

침하고자 한다.49) 아니, 좀 더 실질 으로 고찰하자면 pro suo가 사용된 이 후자

의 사례들로부터 출발하여 pro suo possessio의 개념을 산출하고는, 다시 이로부

터 출발하여 pro suo의 사안들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밝 지겠지만 잘못이다.

이미 사용취득 유로서 pro suo는 당연히 유 취득시의 선의를 포함한 개념

이고, 한편으로는 ‘타인 물건으로서’(pro alieno),50) 더 나아가 ‘도품으로서’(pro 

furtiva)51) 하는 유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에서 유의 지  자체가 부인

되었던52) ‘폭력(vi), 隱秘(clam), 허용 유에 의한(precario)’ 하자 있는 유(vitiosa 

possessio)에 되는 개념이었다(Pomp. D.41.10.4.pr i.f.).53) 

이 문제를 주제로 한 D.41.10에 의하면 pro suo는 廣狹의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54) 이에 하여는 pro suo 법리의 체계  성격을 수용하지 않는 異見

이 주장되고 있다.55) 특히 방  지 했듯이 pro suo의 권원성을 부인하는 Vacca 

47) 대표적: Vacca I, 1958f.; 1979.
48) Vacca I, 1958f.; 1979f.; 1980; 1987; 1998.
49) 대표적: Vacca I, 1979: possidere pro suo = ‘cum suum esse existimaret, possederit’.
50) 가령 D.41.3.13.pr Paulus 5 ad Plautium. 

Pignori rem acceptam usu non capimus, quia pro alieno possidemus. 
51) 가령 Pomp. D.41.3.32.pr cit. (위 주 34).
52) 이미 Cicero, de lege agraria 3.3.11: etiamne si vi deiecit, etiamne si clam, si precario 

venit in possessionem? ergo hac lege ius civile, causae possessionum, praetorum 
interdicta tollentur?

53) D.41.10.4.pr Pomponius 32 ad Sabinum. 
   … tum enim clam possedisse videberis, neque idem et pro suo et clam possidere 

potest.
Vacca I, 1980 n.44. 

54) 최병조 II, 400f.; Donellus, 1079 n.22; Zoesius, ad D.41.10 n.1 (p.727); Brunnemann I, 
ad D.41.10 L. Pro suo 1, n. (p.1149): “vel concurrit cum aliis titulis, interdum tamen 
aliis deficientibus quasi subsidii loco”; Heineccius, Pars VI, § CCXXXIV (ad D.41.10); 
de Colquhoun, 151f.

55) Kaser I, 422 (법률가에 따른 개별화 주장). 이것은 Kaser가 인식론(cf. Waldstein, 203ff.)
과 방법론(cf. Knütel, 33ff.)의 면에서 로마법률가들의 법교의학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Cf. Behrends III, 29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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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도 자신의 제에 충실하게 그러나 부당하게 이러한 구분의 체계  성격을 부인

하고 개별 인 사례들을 설명할 때 서로 착종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개할 뿐

이다.56) 그 결과 pro suo의 사안이 면책가능한 착오(errore scusabile)의 경우로 축

소되었다.57) 이러한 근방식은 그녀가 기본 으로 로마법률가들이 매우 독특한 

규범이론(스토아  회의주의 아카데미)을 바탕으로 아주 정치한 法敎義學을 발

시켰음을 간과하고58)(이것은 무엇보다도 학설 립의 양상을 고찰해 보면 드러

난다59)) 그  사례별로 決疑論的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case law를 개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 을 그 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60) 

[附論 I] 로마법학의 인간

이러한 아직도 만연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하여 여기서 로마법학의 사상  

기반과 그 법학  귀결의 일단을 증 으로 살필 수 있는 단 인 를 하나만 

소개하기로 한다. 일견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지만 유스티니아 스 황제가 개입하

여 교통정리를 했어야 할 만큼 근본 인, 그리고 그런 만큼 배경의 철학  규범

이론을 바탕으로 한 法敎義를 제하지 않고 그  사안에 즉하여 결정된 단순한 

case law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학설의 차이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법률논쟁이었다.

C.6.29.3.pr-1 Justinianus (a.530). 

Quod certatum est apud veteres, nos decidimus. Cum igitur is qui in ventre 

portabatur praeteritus fuerat, qui, si ad lucem fuisset redactus, suus heres patri 

existeret, si non alius eum antecederet et nascendo ruptum testamentum faciebat, 

56) 대표적: Vacca I, 1963ff.; 1987.
57) Vacca I, 1980f.
58) Behrends II, 특히 5ff. (특히 50ff.의 Wieacker에 대한 비판도 참조). Behrends의 이론

에 대한 대요 소개는 Kaser/Knütel, § 1 Rn.11 (p.4).
59) 일응 최병조 I, 253ff. 
60) 다음은 그녀의 방법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언명이다. 

Vacca I, 1997: “Il giurista romano, di fronte a questi problemi, non aveva altra strada 
che procedere caso per caso, valutando la posizione delle parti e la struttura concreta 
delle varie situazioni.” 
(로마의 법률가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해서, 당사자들의 입장과 다양한 (가변적인) 
상황의 구체적인 구조를 평가함으로써 case by case로 처리하는 외의 다른 방도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18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2009. 9.)

si postumus in hunc quidem orbem devolutus est, voce autem non emissa ab hac 

luce subtractus est, dubitabatur, si is postumus ruptum facere testamentum potest 

(1) [Veteres]<Veterum  Corpus Juris Civilis Romani, editio nova, tomus II 

[Basileae 1748], ad. h.l., p.453> animi turbati sunt, quid de paterno elogio 

statuendum sit. Cumque Sabiniani existimabant, si vivus natus est, etsi vocem 

non emisit, ruptum testamentum, [apparet]<del. Mommsen>, quod, etsi mutus 

fuerat, hoc ipsum faciebat, eorum etiam nos laudamus sententiam et sancimus, si 

vivus perfecte natus est, licet ilico postquam in terram cecidit vel in manibus 

obstetricis decessit, nihilo minus testamentum corrumpi, hoc tantummodo 

requirendo, si vivus ad orbem totus processit ad nullum declinans monstrum vel 

prodigium.

(古법률가들 사이에 다투어진 것을 朕이 결정하 다. 즉, 胞胎되었던 자가 [유

언에서] 간과된 경우에는 그가 세상의 빛으로 출생했다면, 타인이 그보다 앞서서 

태어남으로써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은 한, 부친의 가내상속인이 될 것이다. 그런

데 유언 후 출생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경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로 이 세상

의 빛으로부터 치워진 경우에 이 유언 후 출생자가 유언을 실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1] 부친의 遺志에 하여 무엇을 법정해야 할 것인가에 하여 古법률가들의 

견해는 혼란스러웠다. 사비 스 학 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 비록 목소

리를 내지 않았더라도 유언을 실효시킨다는 견해 고, (아이가) 벙어리로 태어났

더라도 유언을 마찬가지로 실효시켰었는데, 朕 역시 (아이가) 살아서 완벽하게 

태어난 경우, 비록 그 직후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거나 

산 의 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여 히 유언이 실효되는데, 단 괴물이나 鬼子에 

기울지 않고 全身이 살아서 이 세상에 진입했을 것만은 요건으로 삼는 이들의 

견해를 지지하고 그 게 정하는 바이다.) 

이 개소를 통하여 우리는 유언에서 간과되었다가 그 후에 태어난 아이

(postumus)가 새 가내상속인으로 등장하면서 유언을 실효시키는 문제61)와 련하

61) C.6.29.2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 postumo vero praeterito, quamvis natus ilico decesserit, non restitui ruptum [sc. 
testamentum] iuris evidentissimi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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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연 언제 아이는 실존한 존재로서 상속인이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스

티니아 스 황제가 손을 들어  사비 스 학 는 살아서 태어난 이상,62) 그리고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태어난 이상,63) 비록 온 한 모습은 아닐지라도,64) 

목소리(울음)가 없이 곧 사망하더라도 실존자로 으로써 목소리(울음)를 요구하

는 반 의 견해를 가졌던 로쿨루스 학 와 타 할 수 없는(‘turbati’) 립양상

(‘certatum’)을 보 음을 알 수 있다. 결론만 제시하자면, 스토아의 철학 배경을 

가진 사비 스 학 는 이성  존재로서의 인간의 요건으로서 만유의 섭리  理

性(πνευ̃μα)의 흡입-참여, 즉 숨쉼[氣息](‘vivus’)65)을 요구한 반면에(왜냐하면 “코

스모스는 생명체이고, 그것의 한 몫을 쪼개 받은 우리의 혼[ψυχη̃]66)에서 분명

하듯이 이 깃든 것[ἔμψυχον]”이기 때문이다67)), 스토아  자연법론과 달리 회

간과된 이 아이가 다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학설대립에 관해서는 Choe, 
209 n.58.

62) D.28.2.12 Ulpianus 9 ad Sabinum. 
Quod dicitur filium natum rumpere testamentum, natum accipe et si exsecto ventre 
editus sit: nam et hic rumpit testamentum, scilicet si nascatur in potestate.

   D.50.16.129 Paulus 1 ad legem Iuliam et Papiam. 
Qui mortui nascuntur, neque nati neque procreati videntur, quia numquam liberi 
appellari potuerunt.

63) D.1.5.14 Paulus 4 sententiarum. 
Non sunt liberi, qui contra formam humani generis converso more procreantur: veluti 
si mulier monstrosum aliquid aut prodigiosum enixa sit. partus autem, qui membrorum 
humanorum officia ampliavit, aliquatenus videtur effectus et ideo inter liberos 
connumerabitur.
Pauli Sententiae 4.9.3: 
Mulier si monstruosum aliquid aut prodigiosum enixa sit, nihil proficit; non sunt enim 
liberi, qui contra formam humani generis converso more procreantur.

64) D.28.2.12.1 Ulpianus 9 ad Sabinum. 
Quid tamen, si non integrum animal editum sit, cum spiritu tamen, an adhuc 
testamentum rumpat? et tamen rumpit.

65) Tertullianus, de anima cp. 10 (StVF II, fr.784, p.218): ‘At enim vivere spirare est, et 
spirare vivere est’. － 이러한 발상과 관념이 비단 스토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은 창조
주가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生氣를 불어넣으니 영혼을 가진 생명체(生靈)가 되었다고 
전하는 구약성서 창세기 2:7이 무엇보다도 잘 보여준다.

66) “ψυχη̃ = πνευ̃μα συμϕυὲς”: StVF II, fr.774, p.217 lin.15f.; fr.778, p.217 lin.29; fr.792, 
p.220 lin.1.
“anima = consitus spiritus”: Tertullianus, de anima cp. 5, 3 (http://www.tertullian.org/ 
latin/de_anima.htm [2009. 9. 18 방문]; “l’âme un esprit qui a été semé avec l’homme” 
[Genoude, 1852]: http://www.tertullian.org/french/g2_02_de_anima.htm [2009. 9. 18 방문]).

67) Diogenes Laert. VII 142, 143 (StVF II, fr.633, p.181 lin.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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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의 아카데미의 문명법  규범이론68)의 통에 섰던 로쿨루스 학 는 이성

 존재로서의 인간―이것은 이제 口演의 역능으로 변된, 동시에 평등함과 상

이함을 표상하는, 상이함(개성과 개성이 창달되는 자유)을 보호하기 하여 평등

함을 옹호하는, 연극의 가면(πρόσωπον)에서 취해온 persona로 상징되었다69)―의 

요건으로서 이성의 요체인 언어(λόγος = vox) 활동70)을 요구했던 것이다.71) 유

스티니아 스에 의한 ― 통상 원리론을 펼쳤던 사비 스 학 의 견해보다는 실

용 인 규칙을 제시했던 로쿨루스 학 의 견해 쪽이 채택되었던 것과는 다르

게 결과를 보면 실질 으로 생명의 입증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72) 사비 스 학

68) Behrends IX, 61ff.
69) Behrends IX, 32ff.
70) Cf. D.33.10.7.2 Celsus 19 digestorum. 

… non tamen a Servio dissentio non videri quemquam dixisse, cuius non suo nomine 
usus sit. nam etsi prior atque potentior est quam vox mens dicentis, tamen nemo sine 
voce dixisse existimatur: nisi forte et eos, qui loqui non possunt, conato ipso et sono 
quodam καὶ τῇ ἀνάρϑρῳ ϕωνῇ [= voce inarticulata] dicere existimamus.
Behrends IX, 42 n.35.

71) Behrends X, 219f.; Behrends IX, 37f. + nn.25-26; Behrends VI, 384 n.42; Behrends 
XI, 383f. + n.6; 508 + n.32.

72) Schindler, 150. 본고의 게재 심사자 중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신
생아가 울음 소리를 내느냐 여부에 따라 상속관계가 결정된다는 견해와 그에 반대하
는 견해를 소개하는 개소와 관련하여 저자는 매우 심오한 철학적 논의를 하고 있으나, 
신생아가 말(logos)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울음소리를 냈는지 여부는 
출산/死産을 구분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추가적 정황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 이상의 
심오한 의미는 없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신생아 遺棄權이 인정된 고대 게
르만법에서는 家族受容(Aufnehmen des Kindes; Ogris, 253f.)이 권리능력의 취득요건이
었고, 건강한 출생과 생존능력이 있는 신생아만이 가족으로 수용될 수 있었으므로, 이
의 증거로서 신생아가 눈을 크게 뜨고 벽이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주거의 밖에 있는 4
인의 성인 남성이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들었음을 요구하였다. 현승종⋅조규창, 104. 이 
경우 울음소리는 만인의 경험과 상식에 따른 생명 현상의 징후 중 하나로서 다른 징
후들과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프로쿨루스 학파의 경우에는 눈
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본다든가, 팔다리를 휘젓는다든가 하는 생명 현상의 징후라
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본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반드시 울음소리를 낼 것을 요구
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이 학파가 울음을 당연히 아직 완숙한 logos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차 logos로 발전할 이성능력을 갖추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거지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학파의 특성과 그 철학적-사상적 배경에 관한 광범
위한 사료를 도외시한 채 단편만을 보고 상식적 접근을 하기에는 로마법학은 어쩌면 
너무 학술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 혼의 본질을 말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발상과 관념은 비단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개체의 정신적, 생리적 생명의 조건



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崔秉祚  21

의 견해를 손들어  ― 정리 이후로는 옛 학설 립에 한 언 의 필요성이 없

어졌으므로 바실리카 법 에서는 단순히 결과만을 규정하 다.73) 재의 우리의 

이해(민법 제3조) 역시 유스티니아 스의 결정에 소 한다.   

Behrends는 참고하고 있지 않지만 Tielsch의 경우 Hans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4. Auflage 1962)74)에 한 비 에서 출발하여 매우 

인상 인 방식으로 고 그리스 법-사회사상 반에 하여 ( 체로 라톤⋅아리

스토텔 스로 변된) 이념주의 -형이상학  자연법론  (소피스트⋅에피쿠로

스로 변된) 경험 -비  문명법론(Kulturrechtstheorie)의 법과 정의에 한 

근방식상의 립구도를 역사 , 이론 으로 설 하고 있는데75)(그녀의 선호는 분

명히 후자 쪽이다), 베 츠의 로마법학의 변구도에 한 근법은 상을 달리

하지만76) 동일한 문제 인식에 기 한 보다 섬세하고 精緻한 연구에 해당한다(I.B 

참조). 사실 로마법학의 사상  배경에 한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스토아와

의 견련성은 일  인식되었는데,77) 제 로 된 인식은 고 학 쪽에서 키 로가 

충주의 인 외 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회의주의 아카데미의 사상을 고백하고 

인 우리말 “넋”의 어원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인간관’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편의상 관련자료(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 상징사 (東亞出版社, 1992), 
160)를 그대로 인용하겠다.
｢‘넋’은 ‘넉’에 ㅅ이 첨가되었다. ‘넉’은 다시 ‘넑’으로 소급되며, 원형은 ‘널’이다. 넉살
이 좋다고 할 때, 넉살의 ‘살’은 소리[音, 聲, 語]의 어근 ‘솔-’과 어원이 같다. 넉살의 
‘넉’도 소급되면 ‘널’이 되며, 이것은 말의 뜻을 지닌다. 놀애[歌]의 ‘놀-’. 니다[謂]의 
어근 ‘닐-’이 말의 뜻을 지닌다. 일본어 노리(nori, 神語), 노리토(norito, 祝詞), 노로
(noro, 巫)의 어근 ‘놀-’도 말의 뜻을 지니고 있다. ‘넋’의 어원은 말의 뜻을 지니는 
‘널’이었다고 하겠다.
사자(死者)를 위한 지노귀굿을 할 때, 사자의 혼이 무당을 통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곧 ‘넋’이 된다고 하겠다. <徐廷範>｣

73) Bas.35.8.34 (Heimbach III, p.561):
Si suus heres existens in utero et testamento praeteritus, editus quidem fuerit, sed 
vocem non emiserit, aut omnino perfectus vivusque natus fuerit, licet simul atque in 
terram lapsus fuerit, vel in manibus obstetricis decesserit, testamentum rumpit.   

74) 박은정의 번역이 있다.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  정의 (2002).
75) Tielsch, 153-188.
76) Cf. Behrends IX, bes. 166ff.
77) 가령 Mascovius, 92-108 (단 양 학파 모두를 전거로 삼은 키케로 등을 오해하여 스토

아적이었다고 그릇 파악함); P. A. Vander Waerdt, “Philosophical Influence on Roman 
Jurisprudence? The Case of Stoicism and Natural law”,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V.36 (1990), 4881ff. [필자 未見]. 기왕의 다양한 시도에 관해서는 
Baviera, 120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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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난 후에야,78) 그리고 로마법학 쪽에서 그가 세르비우

스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학을 추진했음을 베 츠가 집 으로 조

명하면서79)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에 여 히 로마법을 체계도, 연역  사

고도 없고, 주로 귀납에 기 하 다고 보면서 case law도 나름으로 정당화의 문

맥을 지니므로 이를 결하는 로마법은 case law로서조차도 규정지을 수 없고, 결

론 으로 로마법률가들의 작업은 ‘법학’(legal science)이 아니었다고까지 주장하

는 연구자도 아직 존재한다. 가령 Tellegen-Couperus는 키 로와 울피아 스를 폭

력에 한 특시명령(interdictum de vi)  武裝暴力에 한 특시명령(interdictum 

de vi armata)과 련해 비교하여 다루면서, 그것도 2009년도 명천지에 요한 

선행연구들80)에 한 인지나 검토 없이,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81) 물론 이

러한 황당한 주장이 한때 典雅法學(Elegant Jurisprudence)82)으로써 시 를 풍미했

던 네덜란드의 의 로마법학을 변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지 했듯이, pro suo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

되었다. 먼  pro suo는 사용취득의 권원이 무엇이 되었든 권원이 있어서 그에 

기하여 유하는 경우를 모두 포 하는 의의 어법으로 사용되는 수가 있었는

데,83) 이때에는 그가 그 권원에 기하여 ‘자기 것으로’, ‘己物로’ 유하고,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제로 ‘자기 것으로’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어법은 다

른 권원에 기한 사용취득의 유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에 불과한 것이므로 굳이 

pro suo를 언 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상황이다. 실제로 로마의 법률가들도 다른 

권원이 문제될 때 거의 부분은 pro suo를 덧붙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법률가

들의 시간 순으로 살펴본다. 

78) 가령 Weische, Alfons, Cicero und die Neue Akademie. Untersuchungen zur Entstehung 
und Geschichte des antiken Skeptizismus (1961/2. unveränderte Auflage 1975); 현대적 
결론에 대해서는 PhdA 4-2, § 57, p.1084ff. (Woldemar Görler und Günter Gawlick).

79) Cf. Behrends VII, 3ff.; Behrends VI, 51ff.; 91ff. 
80) 특히 Behrends V, bes. 119ff.
81) Tellegen-Couperus, [1]ff.
82) Cf. Wieacker II, 166ff. = (engl.) 123ff.
83) Oldendorp, 440. 이미 비잔틴 법학자 Stephanos도 pro suo와 pro alieno의 두 범주를 

설정하고, pro suo를 다시 구체화하는 특정한 권원들이 있는 경우(승계취득 유형)와 그
렇지 않은 경우(원시취득 유형 및 특정 권원이 무효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Bas.29.1.63 Schol. 4) (Heimbach III, p.4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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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41.10에 배치된 네라티우스(*ca. 50; cos. suff. 87)84)의 다음 개소가 과연 

pro suo에 한 것인지 문면만으로는 확실하지 않다. 

D.41.10.5.pr-1 Neratius 5 membranarum. 

Usucapio rerum,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propter ea, quae nostra 

existimantes possideremus, constituta est, ut aliquis litium finis esset.85) 

(1)86) Sed id, quod quis, cum suum esse existimaret, possederit, usucapiet, etiamsi 

falsa fuerit eius existimatio. quod tamen ita interpretandum est, ut probabilis error 

possidentis usucapioni non obstet, veluti si ob id aliquid possideam, quod servum 

meum aut eius, cuius in locum hereditario iure successi, emisse id falso existimem,87) 

quia in alieni facti ignorantia tolerabilis error est.

(물건들의 사용취득은, 우선 다른 원인들에 기하여88) 인정된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유하는 것들을 이유로 해서도, 쟁송에 어떤 종결이 

있도록 하기 하여89) 정립되었다.

84) Greiner, 1ff.; Wieacker III, 97 (Lit. § 52 I.1, p.422); Kunkel, 144ff.
85) Bauer, 130f. i.V.m. 85ff.는 이 개소를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복

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sucapio rerum <mancipi>,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propter ea, 
quae <in bonis> nostra existimantes possideremus, constituta est, ut aliquis litium finis 
esset.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Müller-Ehlen, 78f.

86) Bas.50.9.5 (Heimbach V, p.70):
Qui rem alienam per probabilem errorem pro sua possidet, usucapit: veluti si quid 
possideam tamquam emtum a servo meo aut ad eum pertinente, cuius sum heres. 
Tolerabilis enim est error circa alienam facti alicuius scientiam.   

87) 同旨 D.41.4.11 Africanus 7 quaestionum. 
Quod volgo traditum est eum, qui existimat se quid emisse nec emerit, non posse pro 
emptore usucapere, hactenus verum esse ait, si nullam iustam causam eius erroris 
emptor habeat: nam si forte servus vel procurator, cui emendam rem mandasset, 
persuaserit ei se emisse atque ita tradiderit, magis esse, ut usucapio sequatur. 
Vacca I, 1974f.

88) Cuiacius, ad.h.l., p.1178 B는 ‘etiam ex aliis causis’ 구절을 트리보니아누스의 改竄으
로 본다.

89) Cf. D.41.3.1 Gaius 21 ad edictum provinciale. 
Bono publico usucapio introducta est, ne scilicet quarundam rerum diu et fere semper 
incerta dominia essent, cum sufficeret dominis ad inquirendas res suas statuti temporis 
spa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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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어떤 자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한 것은, 비록 그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더라도, 그는 사용취득할 것이다. 이것은 그 지만 다음과 같이 해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유하는 자의 개연 인 착오가 사용취득에 방해가 되

지 않아야 한다. 가령 나의, 는 내가 상속법에 따라서 그의 지 를 승계한 자

의 노 가 그것을 매수했다고 내가 그릇 생각했기에 어떤 것을 내가 유하는 

경우처럼. 왜냐하면 타인의 행 에 한 不知는 忍容할 만한 착오이기 때문이다.)

먼 , “etiam ~ interim” 문장의 interim을 Mommsen은 interdum으로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 다.90) 이것은 interim과 interdum이 서로 다른 의

미임을 제할 때 가능한 소견인데, 구체 인 의미 해석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그 취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interim은 interdum과 상당부분 

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91) 이 한도 내에서는 interdum의 의미로 

interim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굳이 이를 교정해야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결국 

건은 이 문장의 법률 인 해석 여하이다. 이에 해서 Greiner는 interim 문제

는 언 함이 없이 “etiam ~ interim” 문장의 aliae causae를 앞의 res와 립되는 

것으로 악하면서 그 내용을 공화정 말기에 lex Scribonia (ca. 50 BC)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役權(지역권: D.41.3.4.28 Paul. 54 ed.;92) 용익역권  사용역권: 

소유관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불안정해지는 것을 해소하라는 공익의 요청에 따라 사용
취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것은 당사자들이 법정의 기간 내에 소유관계를 충분히 밝
힐 수 있으므로 기대가능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가이우스의 이 설시는 물론 전체로
서는 동일한 방향과 취지이지만 더 간명한 네라티우스의 설시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참고로 일찍이 예링은 이 개소들을 가지고 점유보호의 “철학적 근거” 문제를 
두고 당시의 법학자들(특히 Bekker)의 모순된 태도를 비꼰 바 있다. Jhering, 284ff.

90) Digesta, editio maior, II, ad h.l. n.3 (p.534): “interdum?”
91) Krebs, s.v. Interdum (p.768): “Überhaupt scheinen die beiden Wörter interdum und 

interim … nicht genau geschieden worden zu sein.”; s.v. Interim (p.771): “wie interim 
und interdum vielfach nicht scharf geschieden wurden.” 옥스퍼드 라틴어사전의 설명도 
그러하다. OLD, s.v. interdum (p.942): “1. At times, from time to time, now and then. 
b. occasionally, in some instances. 2. In the meantime, meanwhile; for the time 
being”; s.v. interim (p.943): “2. For the time being, for the present, for a while. 4. 
From time to time, occasionally. 5. In some instances, sometimes.” 

92) D.41.3.4.28 Paulus 54 ad edictum.
Libertatem servitutium usucapi posse verius est, quia eam usucapionem sustulit lex 
Scribonia, quae servitutem constituebat, non etiam eam, quae libertatem praestat sublata 
servitute. …
또한 Rainer,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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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1.43.1 Gai. 7 ed. prov.93))의 사용취득을 다시 살려낸 유스티니아 스의 칙

법 C.7.33.12.494)을 염두에 둔 편찬자들의 삽입이라고 새긴다.95) 그러나 이 해석

은 다음 이유로 부당하다. 즉, 첫째로 유체물인 res에 비되는 ‘권리로 존재하는 

무체물’(즉, 역권)을 지시하기 해서라면 동 칙법이나 가이우스, 울루스와 같

이 ‘incorporales’ 운운 하 을 것이지,96) 사용취득의 권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ex aliis causis’라고 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 둘째로 이것에는 마찬가지

로 원인을 표 하는 다음의 ‘propter ea ~’가 정확히 응한다는  ― 다시 말하

면 계문장을 통하여 사용취득의 객체인 물건을 단순히 꾸미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원인  사유로 표시하고 있다는  ―, 셋째로 

이러한 체의 主調와도 부합하게 이 개소가 pro suo의 章인 D.41.10에 배치되었

고, 같은 문맥에서 후속하는 제1항은 보다 분명하게 바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

루고 있다는  등 때문이다. 그 다면 interim은 ‘잠정 으로’, 즉 ‘다음에 논의

93) D.41.1.43.1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Incorporales res traditionem et usucapionem non recipere manifestum est.
특히 Greiner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권에 관해서도 同旨 D.8.1.14.pr Paulus 15 
ad Sabinum.
Servitutes praediorum rusticorum etiamsi corporibus accedunt, incorporales tamen sunt 
et ideo usu non capiuntur: …
Rainer, 631. 동일한 분류는 이미 Gai. 2.12/14에서도 확연하다(cf. Wubbe, 336f.).
Gai. 2.12/14: (12) Quaedam praeterea res corporales sunt, quaedam incorporales. (14) 
Incorporales sunt, quae tangi non possunt. … nam ipsum ius successionis et ipsum ius 
utendi fruendi et ipsum ius obligationis incorporale est. eodem numero sunt iura 
praediorum urbanorum et rusticorum. … haec iura praediorum (?) tam urbanorum quam 
rusticorum servitutes vocantur.

94) C.7.33.12.4 Iustinianus (a.531).
Eodem observando et si res non soli sint, sed incorporales, quae in iure consistunt, 
veluti usus fructus et ceterae servitutes.
Cf. 최병조 IV, 452 n.3. 

95) Greiner, 42f.; 이미 최병조 IV, 453 n.10.
96) 이 점은 특히 사물을 思考에 의해 포착되거나 구성되는 구조물인 無體物과 感得의 대

상인 有體物로 구분하고 권리를 무체물로 파악한 것이 이미 늦어도 키케로 때부터라
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경제적-사회적 설명시도들을 배척하고 법률학적 
이유를 찾아낸 Rainer, 637f.의 해석에 의하면 lex Scribonia 자체가 역권의 사용취득을 
처음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고래로 유체물처럼 취급되어 오던 역권이 변화된 법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직도 그 성격이 혼란스러웠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불식
하여 역권의 권리로서의 無體物性을 확인한 입법이었다고 한다. 이 문제의 법학 思潮
的 성격과 법교의학의 변천에 대한 상세는 同旨의 Behrends IX, 44ff.; Behrends VI, 
184-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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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pro suo의 문제를 일단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일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interim의 본래의 의미인 것이다.97) 요컨  序項은 

특히 사용취득이 “다른 원인에 기해 인정된” 경우에도 “우리 것이라 생각해서 

유하는 것들로 말미암은” 사용취득이 정되고 있고, 이것은 사용취득의 실질

인 근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의의 pro suo와 상통하는 것이다. 반면에 

제1항은 “자기 것(suum)이라고 생각해서” 유한 경우를 다루면서, 이 경우에는 

誤想의 경우에도 사용취득이 된다고 하여 마치 항상 념만으로도 사용취득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98) 사실은 노 를 매개로 한 특별한 사실 계, 즉 ‘타

인의 행 (alienum factum)에 한 不知’99)로 인한 착오에 한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고,  사용된 어휘로 보더라도 의의 pro suo를 염두에 둔 설시로 이해된

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별하는 같은 네라티

우스의 착오에 한 기본 념100)이 놓여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의 결정은 어디까

지나 사용취득의 특수한 문맥에서 내려진 것이지 이러한 기본원칙을 그  철

시킨 것이 아니다.101)

 97) 이 문장에 대한 Bauer, 87f.; 131의 소견에 대한 비판은 이미 최병조 IV, 481.
 98) 그래서 네라티우스와 켈수스-울피아누스(D.41.3.27: 후술 2.(2))의 학설 대립을 수긍하

는 견해들이 주장되었으나(Vacca II, 1009f.)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네라티
우스 자신 그밖에도 오상권원의 인정에 긍정적이었다 (D.41.10.3; 후술 2.(2); Greiner, 
43). 오상권원 일반에 관해서는 최병조 IV, 474ff.

 99) D.22.6.3.pr Pomponius 3 ad Sabinum. 
    Plurimum interest, utrum quis de alterius causa et facto non sciret an de iure suo 

ignorat. 
(어떤 자가 타인의 사유와 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에 관하
여 모르는지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Winkel I, 99.

100) D.22.6.2 Neratius 5 membranarum. 
In omni parte error in iure non eodem loco quo facti ignorantia haberi debebit, cum 
ius finitum et possit esse et debeat, facti interpretatio plerumque etiam prudentissimos 
fallat.
최병조 IV, 467 n.71.

101) 同旨 Guarino, 22f. Bauer, 86f. + n.67의 D.41.10.5.1 관련 그릇된 해석에 관해서는 이
미 최병조 IV, 480f. - 이 개소는 로마법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착오론의 측면에
서 빈번히 거론되었는데,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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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mp. D.41.3.32.pr에 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술 A.(2)).

(3) 사실  지배로서의 유의 단을 논함에 있어서 그 취득 권원의 성질은 

무 함을 밝히고 있는 다음 가이우스(150-180) 개소에서 pro suo가 ex lucrativa 

causa (‘利得的 원인에 기하여’,102) 곧 冒占103))와 비된 것은 말하자면 모든 정

상 인 권원을 포 하는 어법에 해당한다.

 

D.41.3.5 Gaius 21 ad edictum provinciale.104) 

Naturaliter interrumpitur possessio, cum quis de possessione vi deicitur vel 

alicui res eripitur.105) quo casu non adversus eum tantum, qui eripit, interrumpitur 

possessio, sed adversus omnes. nec eo casu quicquam interest, is qui usurpaverit 

dominus sit nec ne: ac ne illud quidem interest, pro suo quisque possideat an ex 

lucrativa causa. 

(어떤 자가 유로부터 폭력으로 축출되거나 어떤 자에게 물건이 탈취되는 경

우 유는 자연 인 방식으로 단된다.106) 이 경우 탈취하는 자만을 상 로 

102) Cf. Gai. 2.56: Haec autem species possessionis et usucapionis etiam lucratiua uocatur: 
nam sciens quisque rem alienam lucrifacit.

103) 우리의 전통법에서 불법 부당한 점유를 지칭하는 용어는 冒占 이외에도 奪占(탈점), 
擅占(천점), 橫占(횡점), 圖占(도점), 勒占(늑점), 私占과 단순한 占이 있었다. 박병호, 
199. 현대에 사용하기에는 현행 형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冒(형법 제215조, 제226조, 
제232조의 ‘자격 冒用’)가 音便의 면에서나, 다른 용어와의 혼동가능성의 면에서나, 
또 한자 자체의 난이도 면에서나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古爲今用의 관
점에서(cf. 주대박, 34) 冒占, 冒占者라는 용어를 상용하기로 한다.

104) Bas.50.3.5 (Heimbach V, p.57):
Possessio eius, qui vi expulsus vel rapinam passus est, naturaliter interrumpitur.

105) 同旨 D.41.2.15 Gaius 26 ad edictum provinciale. 
Rem, quae nobis subrepta est, perinde intellegimur desinere possidere atque eam, quae 
vi nobis erepta est. …

106) 사용취득의 중단(usucapionis interruptio)은 usurpatio라고 하는데(D.41.3.2 Paulus 54 ad 
edictum; Arndts, § 159 n.2 [p.291f.]), 자연적인 방식과 법률적인 방식으로 가능하였
다. 전자는 사용취득의 요건이 결여되는 것이고, 후자는 법률적 사유로 중단되는 것
인데, 유스티니아누스법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쟁점결정(litis contestatio)이었다
(C.7.39.3.1 Honorius / Theodosius [a.424]; 제소의 대안: C.7.40.2 Iustinianus [a.531]; 
Brunnemann II, ad C.7.33 L. Longi Temporis 2, nn.2-3 [p.862f.]; Kaser II, 288 + 72 
nn.69-70). 그러나 고전법에서는 다음 개소들에서 드러나듯이 쟁점결정은 중단사유가 
아니었다(Kaser I, 423 n.57).
D.6.1.18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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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단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상 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취

득을 단시킨 자가 소유자인가 아닌가는 아무런 상 이 없다.  유하는 자가 

자기 것으로 하든 이득  원인에 기하여 하든 하등 상 이 없다.) 

     

(4) 다른 권원과 pro suo의 병존은 울루스(175-230)의 다음 개소에서도 확인

되는데, 다수의 원인에 의한 동일한 물건의 유라는 상을 “pro emptore와 pro 

suo의 병존”을 증  근거로 들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 경우 quidam 

putant의 특정되지 않은 법룰 문가들을 지칭하는 quidam은 그들에 한 비  

Si post acceptum iudicium (sc. post litis contestationem) possessor usu hominem cepit, 
debet eum tradere eoque nomine de dolo cavere: periculum est enim, ne eum vel 
pigneraverit vel manumiserit.
D.6.1.20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Praeterea restituere debet possessor et quae post acceptum iudicium per eum non ex 
re sua adquisivit: … itaque partus ancillae restitui debet, quamvis postea editus sit, 
quam matrem eius, post acceptum scilicet iudicium, possessor usuceperit: quo casu 
etiam de partu, sicut de matre, et traditio et cautio de dolo necessaria est. 
D.41.4.2.21 Paulus 54 ad edictum.
Si rem alienam emero et, cum usucaperem, eandem rem dominus a me petierit, non 
interpellari usucapionem meam litis contestatione. …
그러나 소유자는, 그리고 오직 그만이(arg. Gai. D.41.3.5 cit. (위 주 104); Karlowa, 
401), 나뭇가지를 절취하는(surculum defringere) 상징적인 행위(usurpatio civilis)에 의
하여 時執者의 사용취득에 항의하고 이를 중단시킬 수가 있었다(Karlowa, 401f.; 
Sohm, 300 n.12; Kaser I, 136 n.18). 
Cicero, de oratore 2.28.110: 
… sed ita, non ut iure (法廷절차에서, 즉 법무관 면전에서) aut iudicio (심판인절차에
서), vi denique recuperare amissam possessionem, sed ut surculo defringendo usurpare 
videantur.
(참고로 Wilkins, 469 n. 1 [iure aut iudicio]는 로마소송절차의 二分 구조를 지시하는 
이 부분을 ‘in theory’와 ‘in fact’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Merklin, 515는 이 둘
을 하나로 묶어서 ‘auf dem Rechtsweg’라고 얼렁뚱땅 뭉뚱그렸다. 바른 이해: 
May/Wisse, 257 n.135.)
16세기 프랑스의 인문학자인 Adrianus Turnebius에 의하면 나무가 없는 경우 흙덩이
로 대신하였다고 한다(同旨 Merklin, 616 Anm.213).
Turneb. Advers. 21.14 (TLL, s.v. surculus, p.251에 의함): 
significari morem inductum a jureconsultis, ut qui possessionem agri arboribus consisti 
caperet, inde surculum defringeret, secumque auferret. Similiter si ager plantis careret, 
glebam sumebant. 
이것은 Gai. 4.17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유물반환청구 시의 반환대상물을 대변하는 그 
일부를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정당하게도 同旨 Wilkins, 469 n. 2 
[iure civili]; 반면에 불분명한 이해 May/Wisse, 257 n.135. 



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崔秉祚  29

거리두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반 로 그들을 기 이 되는 표  의견제시자

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107)

D.41.2.3.4 Paulus 54 ad edictum.            

Ex plurimis108) causis possidere eandem rem possumus, ut quidam putant [et 

eum, qui usuceperit et]<eum qui usucaperet Mommsen> pro emptore, et pro suo 

possidere: sic enim et si ei, qui pro emptore possidebat, heres sim, eandem rem 

et pro emptore et pro herede possideo: nec enim sicut dominium non potest nisi 

ex una causa contingere, ita et possidere ex una dumtaxat causa possumus.

(다수의 원인에 기하여 동일한 물건을 우리는 유할 수 있다. 법률가들이 ‘매

수인으로서’ 사용취득하는 자가 한 ‘자기 것으로서’ 유한다고 생각하듯이.109)  

한 ‘매수인으로서’ 유한 자에게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내가 동일한 물건

을 ‘매수인으로서’도  ‘상속인으로서’도 유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소유

권이 단일한 원인에 기해서가 아니면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유도 오직 단일

한 원인에 기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개소와 련하여 Pflüger는 pro suo의 의 용법을 부정한다.110) 어느 특정 

권원이 인정되면 다른 권원은 배제되는 것이고, 다만 다른 권원이 추가로 부가될 

수는 있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첫 사례는 pro emptore 유자가 사용취득을 일단 

한 다음에(‘usuceperit’) 비로소 ‘pro suo로도’(“daneben auch pro suo”) 유하는 

것이라고 새긴다. 두 번째 사례가 이러한 유형에 속함은 분명하다. 그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완료시제 형태인 usuceperit인데, 시제 련한 학교문법의 철은 로

마법률가들의 텍스트에서 항상 유지된 상이 아니라는 111)에서 그다지 설득

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사용취득이 완성된 후에 그것

107) quidam의 이 두 가지 용법에 대해서는 Giaro, 147; 후자의 용법에 대해서는 Giaro, 
227 (전자의 용법에 대해서는 Giaro, 360). quidam은 그밖에 다른 법률가를 통한 지
식의 중개적-간접적 취득의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Giaro, 525; 530; 535f.

108) pluribus의 오류일 것이다. 同旨 Pflüger, 43. Dirksen, s.v. Plurimus; s.v. Plus, § 2 (p. 
723)에 의하면 plurimus = copiosissimus, supremus이고 plures = complures, multi이다.

109) 동일한 예: Ulp. D.41.10.1.pr-1 (후술 (5)).
110) Pflüger, 43.
111) Kalb, 7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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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pro suo로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고,  사용취득의 권원으

로 기능한 것도 아닌 바에는 그  일반 인 용법으로 쓰인 것일 터이고, 그

다면 다수의 원인으로 유한다는 애 의 문제설정과도 동떨어진 것이 된다. 

문법  형태가 마음에 걸린다면, 몸젠이나 그를 따랐던 Pernice처럼 usuceperit를 

usucaperet로 교정하여 이해하면 될 것이다. 

 Winkel도 울루스가 울피아 스나 덜 분명한 피니아 스(Fr. Vat. 260: 

후술 2.(6))와 달리 이 의의 용법을 부정했다고 주장한다.112) 그러나 그의 분석

은 오해에 기인한다. 즉 그는 마지막 문장(“ex una dumtaxat causa”)이 앞부분

(“Ex plurimis causis”)과 모순된다는 제에 서 있으나, 이는 텍스트를 그릇되게 

정반 로 읽은 것이다. 울루스는 권원의 첩을 인정하는 다른 사례(pro 

emptore 유자를 상속한 경우 pro herede 자격 공존)를 들고, 마지막으로 “소유

권이 한 가지 사유로만 생겨나듯이 그 게 유도 단 하나의 사유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nec enim)는 ”113)을 소유와 유의 차이로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

문이다.114)  Winkel이 함께 인용하고 있는 次項인 D.41.2.3.5는 다수의 유자

가 한 물건에 해 공존할 수 있는가(“Ex contrario plures eandem rem in 

solidum possidere non possunt”) 하는  다른(그래서 “Ex contrario”의 환사

가 쓰 다) 주제를 논하는 것이어서 련성이 없는데도 全文을 인용하고, 이를 

울루스의 pro suo 념과 련짓는 것(같은 , 220면)도 잘못이다. 특히 사용

취득처럼 일 된 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역에서 다름 아닌 동시 의 벽이었

던 울피아 스와 울루스에 의해서 다른 법리가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 지만 Winkel의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루스가 사비

스 학 이고 퀸투스 무키우스의 계통에 서있다는 학설사  사실을 그 자신

의 심사와는 별개로,  그가 인식하지 못한 에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112) Winkel II, 217ff.
113) 같은 파울루스는 이 논리를 역전시켜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D.50.17.159 Paulus 70 ad edictum. 
Non ut ex pluribus causis deberi nobis idem potest, ita ex pluribus causis idem possit 
nostrum esse.

114) 이 점은 바실리카법전의 해당 개소를 보면 더욱 분명하다.
Bas.50.2.3.4 (Heimbach V, p.48):
Eandem rem ex pluribus etiam causis quis possidet: quare qui usucepit, et pro emto 
et pro suo possidet. Heres emptoris, qui possedit, et ut emptor et ut heres possidet, 
Dominium autem non nisi ex una causa adipisci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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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41.10의 첫 개소에서 울피아 스(190-223)는 이 의의 pro suo를 다룬다.

D.41.10.1.pr-1 Ulpianus 15 ad edictum.115)

 Pro suo possessio talis est. cum dominium nobis adquiri putamus, et ex ea 

causa possidemus, ex qua adquiritur, et praeterea pro suo: ut puta ex causa 

emptionis et pro emptore et pro suo possideo, item donata vel legata vel pro 

donato vel pro legato116) etiam pro suo possideo.  

(1) Sed si res mihi ex causa iusta puta emptionis tradita sit et usucapiam, 

incipio quidem et ante usucapionem pro meo possidere. sed an desinam ex causa 

emptionis post usucapionem, dubitatur: et Mauricianus dicitur existimasse non 

desinere. 

(‘자기 것으로서’의 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소유권이 우리에게 취득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는 한 우리는 소유권이 취득되는 근거가 되는 그 원인으

로 유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자기 것으로서’ 유하는 것이다. 가령 나는 

매수의 사유로는 ‘매수인으로서’와 ‘자기 것으로서’ 유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증여된 것이나 유증된 것은 ‘증여된 것으로서’ 는 ‘유증된 것으로서’  ‘자기 

것으로서’ 유하는 것이다.

[1] 그런데 물건이 나에게 정당한 사유로, 가령 매수의 사유로 인도되었고 내

가 사용취득하는 경우, 나는 참으로 한 사용취득 에도 ‘나의 것으로서’ 유

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취득 후에는 내가 매수의 사유로 유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마우리키아 스는 그만두는 것

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해진다.)

이 개소의 序項에 따르면 다른 권원, 가령 pro emptore, pro donato, pro legato

115) 해당 Bas.50.9.1.pr-1 (Heimbach V, p.70)는 요령부득으로 단축되었다.
Coincidere reliquis possessionibus etiam potest, quae pro suo censetur.
(1) Hanc quidem inchoamus etiam ante quam usucapimus: neque post usucapionem 
desinimus primitivam habere possessionem.
(여타의 점유들에 또한 pro suo로 헤아려지는 것이 합치할 수 있다.
[1]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사용취득하기 전에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용취득 
후에도 우리는 원래의 점유를 가지기를 그치지 않는다.)

116) ‘vel pro donato vel pro legato’를 Lenel II, Ulpianus fr.510 n.1 (p.498)은 glossa로 본
다. 그 여부를 떠나서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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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되는 경우 한 pro suo를 인정할 수가 있다.117) 제1항에서는 이 원칙을 

재확인한 후, 사용취득이 일어난 후에는 이곳의 매수와 같은 특정한 권원과의 

계가 지하는지 여부를 묻고는 피우스 황제 때의 법률가 마우리키아 스(Iunius 

Mauricianus)의 부정설을 소개하고 동조하고 있다.118) 이 개소에서 우리는 권원은 

바로 취득을 정당화 시켜주는 원인(iusta causa)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의의 pro suo (specialis)

의의 pro suo는 이미 살펴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형 인 법

률행 들 외의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들을 편의상 하나의 범주

로 묶어서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  다양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었

다. 말하자면 pro suo는 “이름이 붙여진 다른 사유들이 실패할 경우의 안정망”으

로 “ 반 인 보충 범주”(overall subsidiary category)로 구상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119) 이하에서도 법사료를 법률가들의 연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노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그녀가 자유인인 로 착각한 경우 우리가 검토

한 법률가  가장 선배인 로쿨루스(30-70)에 의하면 제공받은 嫁資 명목의 재

물을 pro suo 권원으로 사용취득하 다. 이때에는 노 여자가 자신이 노 임을 

알았든 몰랐든 혼인이 무효이고, 그래서 嫁資의 공여도 무효 고,120) 그 결과 pro 

117) 바실리카법전은 이를 한 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Bas.50.9.1.pr (Heimbach, V, p.70): 
Coincidere reliquis possessionibus etiam potest, quae pro suo censetur.

118) Cuiacius, ad h.l., p.1177 A.
119) Winkel II, 218; 이미 Brunnemann I, ad D.41.10 L. Pro suo 1, n. (p.1149): “quasi 

subsidii loco.”
120) D.23.3.3 Ulpianus 63 ad edi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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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1.9.1.3-4 Ulpianus 31 ad Sabinum. 
(3) Constante autem matrimonio pro dote usucapio inter eos locum habet, inter quos 
est matrimonium: ceterum si cesset matrimonium, Cassius ait cessare usucapionem, 
quia et dos nulla sit. 
(4) Idem scribit et si putavit maritus esse sibi matrimonium, cum non esset, usucapere 
eum non posse, quia nulla dos sit: quae sententia habet ratio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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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e의 권원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21)(후술 (9) 참조).  

D.23.3.67 Proculus 7 epistularum.122)

Proculus Nepoti suo salutem. Ancilla quae nupsit dotisque nomine pecuniam 

viro tradidit, sive sciat se ancillam esse sive ignoret, non poterit eam pecuniam 

viri facere eaque nihilo minus mansit eius cuius fuerat antequam eo nomine viro 

traderetur, nisi forte usucapta est. … quod si vir eam pecuniam pro suo 

possidendo usucepit, scilicet quia existimavit mulierem liberam esse, propius est, 

ut existimem eum lucrifecisse, utique si, antequam matrimonium esse inciperet, 

usucepit. …

( 로쿨루스가 친지 네포스에게 안부 합니다. 혼인을 하고 嫁資의 명목으로 

을 남편에게 인도한 여자노 는, 자신이 노 임을 알든 모르든, 그 을 

남편의 것으로 만들 수 없을 것이고, 그 은 오히려 그 명목으로 남편에게 인

도되기 에 소유주 던 자의 소유로 남았습니다. 단 사용취득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남편이 그 을 ‘자기 것으로’ 유함으로써, 즉 그

가 여자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취득한 때에는 어느 쪽인가 하면 

혼인이 개시하기 에 그가 사용취득한 경우에는 언제나 私見으로는 그가 이득

을 했다고 단하는 쪽입니다. …)  

이 사안에서 여자노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것이라면 그것은 특유재

산으로부터 나온 것일 터이다.123) 이에 해서 그녀는 자유로운 리권을 가졌다 

121) Bauer, 145ff.
122) Bas.29.1.63 (Heimbach III, p.402):

Si ancilla sciens vel ignorans conditionem suam, pecuniam mihi in dotem dederit, 
dominum eius me non facit, sed eius est, cuius et antea erat: nisi usucapta fuerit. … 
Sin autem antequam inciperet esse matrimonium, eam ut meam usuceperim, 
existimans, mulierem liberam esse, eam lucrifacio: …

123) 특유재산에 있어서는 여자노예도 남자노예와 아무런 차등이 없었다.
D.15.1.3.2 Ulpianus 29 ad edictum. 
Parvi autem refert, servus quis masculi an mulieris fuerit: nam de peculio et mulier 
convenietur. 
D.15.1.27.pr Gaius 9 ad edictum provinciale. 
Et ancillarum nomine et filiarum familias in peculio actio datur: maxime si qua 
sarcinatrix aut textrix erit aut aliquod artificium vulgare exerceat, datur propter 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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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124) 기껏해야 해방되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희망할 수 있을 뿐,125) 

actio. … 
124) 특유재산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자유관리권(libera administratio)을 부여할 수

도 있고,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Procul. D.12.6.53), 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유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산을 亡失하는 행위, 가령 증여
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Gai. D.2.14.28.2; Ulp. D.39.5.7.pr-2; Ulp. D.47.2.52.26). 또 
노예는 통상 家子의 경우에는 인정되었던 보증이나 채무가입(intercessio)이 허용되지 
않았다(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주인을 특유재산소권으로 구
속시킬 수 없었다)(Ulp. D.15.1.3.9).
D.12.6.53 Proculus 7 epistularum. 
Dominus testamento servo suo libertatem dedit, si decem det: servo ignorante id 
testamentum non valere data sunt mihi decem: quaeritur, quis repetere potest. Proculus 
respondit: si ipse servus peculiares nummos dedit, cum ei a domino id permissum 
non esset, manent nummi domini eosque non per condictionem, sed in rem actione 
petere debet. … 
(주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노예에게 그가 10금을 공여하는 조건으로 자유를 주었다. 
노예가 그 유언이 유효하지 않음을 모른 채 나에게 10금이 제공되었다. 문제는 누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프로쿨루스는 해답하였다: 그 노예가 그에게 주인에 의하
여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 중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전은 주인의 것으로 남고, 그것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이 아니라 對物訴權[즉 
소유물반환청구소권]으로써 청구해야만 한다. …)
D.2.14.28.2 Gaius 1 ad edictum provinciale.
Si filius aut servus pactus sit, ne ipse peteret, inutile est pactum. si vero in rem pacti 
sunt, id est ne ea pecunia peteretur, ita pactio eorum rata habenda erit adversus 
patrem dominumve, si liberam peculii administrationem habeant et ea res, de qua 
pacti sint, peculiaris sit. quod et ipsum non est expeditum: nam cum verum est, quod 
Iuliano placet, etiamsi maxime quis administrationem peculii habeat concessam, 
donandi ius eum non habere: sequitur ut, si donandi causa de non petenda pecunia 
pactus sit, non debeat ratum haberi pactum conventum. …
(家子나 노예가 자신이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對物的으로 약정한 경우, 즉 그 [특정한] 금원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정한 경
우에는 이들의 약정은 아버지나 주인을 상대로 다음의 전제 하에 추인해야 할 것인
바, 전제란 그들이 특유재산에 관한 자유관리권을 가졌고 약정된 사안이 특유재산 관
련인 것[즉, 채권이 특유재산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 제한 없
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리아누스의 견해, 즉 비록 어떤 자가 광범위하게 특유재
산의 관리권을 혀여 받았더라도 그는 증여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
므로, 증여 목적으로 금원 불청구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과 합의는 추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
D.39.5.7.pr-2 Ulpianus 44 ad Sabinum. 
Filius familias donare non potest, neque si liberam peculii administrationem habeat: 
non enim ad hoc ei conceditur libera peculii administratio, ut perdat. 
(1) Quid ergo, si iusta ratione motus donet, numquid possit dici locum esse 
donationi? quod magis probab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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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자가 아니므로―따라서 이를 빼돌려 처분할 때에는 도가 된다126)―127) 

(2) Item videamus, si quis filio familias liberam peculii administrationem concesserit, 
ut nominatim adiceret sic se ei concedere, ut donare quoque possit, an locum habeat 
donatio: et non dubito donare quoque eum posse. 
(家子는 증여를 할 수 없는바, 특유재산에 관한 자유관리권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조
차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특유재산 자유관리권이 허여 된 것은 재산을 亡失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그러면 그가 정당한 사유로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가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승인될 것이다.
[2] 또 어떤 자가 家子에게 자신이 그에게 그가 증여도 할 수 있도록 허여한다고 명
시적으로 부가하여 특유재산 자유관리권을 허여한 경우에 증여가 인정되는지 살펴보
자. 나는 그가 증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D.47.2.52.26 Ulpianus 37 ad edictum. 
Si servus meus, qui habebat peculii administrationem liberam, pactus sit cum eo non 
donationis causa, qui rem eius peculiarem subripuerat, recte transactum videtur: …
(특유재산의 자유관리권을 가졌던 나의 노예가 그의 특유재산 중 물건을 빼돌렸던 자
와 증여 원인이 아닌 약정을 맺은 때에는 올바르게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
D.15.1.3.9 Ulpianus 29 ad edictum. 
Sed si filius fideiussor vel quasi interventor acceptus sit, an de peculio patrem 
obligat, quaeritur. et est vera Sabini et Cassii sententia existimantium semper obligari 
patrem de peculio et distare in hoc a servo. 
(그런데 家子가 보증인이나 債務加入者로서 받아들여진 경우에 특유재산소권으로 아
버지를 구속하는지가 문제 된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특유재산소권으로 구속되며, 
이 점에서 [家子가] 노예와 구별된다고 판단하는 사비누스와 카씨우스의 견해가 옳다.) 

125) D.15.1.53 Paulus 11 quaestionum. 
Si Sticho peculium cum manumitteretur ademptum non est, videtur concessum: 
debitores autem convenire nisi mandatis sibi actionibus non potest. 
C.7.23.1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Longe diversam causam eorum, qui a superstitibus manumittuntur, item illorum, 
quibus testamento libertas relinquitur, esse dissimulare non debueras, cum superiore 
quidem casu concessum tacite peculium, si non adimatur, posteriore vero, nisi 
specialiter fuerit datum, penes successorem remanere sit iuris evidentis.
Inst. 2.20.20: … peculium autem nisi legatum fuerit, manumisso non debetur, quamvis 
si vivus manumiserit, sufficit si non adimatur: et ita divi Sev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
Wacke I, 47f.

126) D.47.2.57.3 Iulianus 22 digestorum. 
Cum autem servus rem suam peculiarem furandi consilio amovet, quamdiu eam 
retinet, condicio eius non mutatur (nihil enim domino abest): sed si alii tradiderit, 
furtum faciet. 

127) 이상은 로마 시민법상의 기본논리에 따른 것이다. 시민법의 논리는 노예소유자의 이
익을 해치는 노예의 행위 시에 발동된다. 반면에 정상적인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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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령자를 소유자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嫁資는 이 경우 원천무효이

므로 설혹 나 에 그 여자가 자유인이 되더라도 그 공여가 치유되지 않는다.128) 

제3자가 여자노 를 하여 출연한 경우라면, 이것이 유효하기 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한다. 즉 그 여자노 가 해방이 된 다음 혼인하고,  제공된 

것이 혼인의 성사 시에 嫁資일 것을 원하는 의사로 제공되었어야 한다.129) 그

지 않으면 여자노 를 한 嫁資는 유효한 嫁資일 수 없지만, 그 제공행  자체

(datio dotis nomine)는 원인 부(datio ob causam)로서 선의의 수령자의 사용취득

이 가능하고, 로쿨루스는 이 경우 pro suo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용취

득이 완성되기 에 여자노 가 자유인이 되는 때에는 혼인과 더불어 嫁資도 유

효해지므로 그때부터 유는 pro dote로 가능하며, 그 까지의 pro suo 기간이 

합산된다.130)

[附論 II] 정신착란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

이 맥락에서 몇 가지 사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신착란자인 사실을 

과 노예 사이에 자연채권채무관계(naturalis obligatio)가 성립하고 주인이라고 해서 일
방적으로 노예의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었다.
D.44.7.14.pr Ulpianus 7 disputationum. 
Servi ex delictis quidem obligantur et, si manumittantur, obligati remanent: ex 
contractibus autem civiliter quidem non obligantur, sed naturaliter et obligantur et 
obligant. denique si servo, qui mihi mutuam pecuniam dederat, manumisso solvam, 
liberor. 
(노예들은 불법행위에 기해서는 참으로 구속되며, 또 해방되어도 구속된 채로 남는다. 
그러나 계약에 기해서는 시민법상으로는 참으로 구속되지 않지만, 자연법적으로는 구
속도 되고 구속도 한다. 그래서 나에게 貸金을 한 노예에게 그가 해방된 후에 내가 
변제하면 나는 필경 의무를 벗어난다.)

128) 同旨 이미 Kyrillos (Bas.29.1.63 Schol.1) Cyrilli. [Heimbach III, p.403]).
129) D.23.3.59.2 Marcellus 7 digestorum.

Eius nomine quae libera videbatur decem in dote dedisti: eo casu habebis 
condictionem, quo habere potuisses, si mulieris liberae nomine dedisses nec nuptiae 
secutae essent. si manumissa nupserit, ita demum dos erit, si ea mente dedisti, ut 
quandoque secutis nuptiis dos esset. igitur si mulieri donaturus dedisti, dominus 
condicet, quemadmodum si eum qui sibi donaturus esset mulier ipsam donare 
iussisset. 

130) D.41.2.13.6 Ulpianus 72 ad edictum. 
In dote quoque si data res fuerit vel ex dote recepta, accessio (sc. temporis) dabitur 
vel marito vel uxori. 
Glück, 219 + n.19. 



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崔秉祚  37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은 사용취득이 가능한가,  그 다면 그 권원은 무

엇인가,  그 밖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이 경우에도 방  살펴본 嫁資 사례와 마찬가지로 pro suo 사용취득이 인정되었

다고 보는 학설이 있기 때문이다.131) 먼  사료를 보자.

D.6.2.7.2 Ulpianus 16 ad edictum.132) 

Marcellus libro septimo decimo digestorum scribit eum, qui a furioso ignorans 

eum furere emit, posse usucapere: ergo et Publicianam habebit.

(마르 루스는 <학설집> 제17권에서 정신착란자로부터 그가 정신착란임을 모

르고서 매수하는 자는 사용취득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한 푸

블리키우스 소권을 가질 것이다.)  

D.41.3.13.1 Paulus 5 ad Plautium.133)

Eum, qui a furioso bona fide emit, usucapere posse responsum est. 

(정신착란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하는 자는 사용취득할 수 있다고 해답되었다.)

D.41.4.2.16 Paulus 54 ad edictum.134) 

Si a furioso, quem putem sanae mentis, emero, constitit usucapere utilitatis 

causa me posse, quamvis nulla esset emptio et ideo neque de evictione actio 

nascitur mihi nec Publiciana competit nec accessio possessionis. 

(내가 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착란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비록 매수는 

무효 지만, 내가 便益의 고려에서 사용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바이

다.135) 그리고 그래서[즉 매수가 무효여서] 追奪에 한 소권도 나에게 발생하지 

131) Vacca I, 1982f.
132) Cf. Bas.15.2.7.2 (Heimbach II, p.169; Supplementum, p.41):

Qui a furioso ignorans emit, Publicianam habet: nam usucapit.
133) Cf. Bas.50.3.12.1 (Heimbach V, p.57):

Qui autem a furioso ignorans emit, usucapit. 
134) Cf. Bas.50.4.1.14 (Heimbach V, p.65):

Qui a furioso emit tamquam a mentis compote, usucapit: sed actionem de evictione 
non habet, nec Publicianam, neque accessionem possessionis.

135) constitit가 placuit, placet, constat, hoc iure utimur와 함께 法理則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정 사이의 중간 정도의 抽象度를 보이는 법률가들의 해석상 확고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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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푸블리키우스 소권도  유의 합산도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분명한 사실은 정신착란자로부터의 매수는 그가 정신착란 에 있는 한 

무효인데(nulla esset emptio), 그 이유는 매매행 가 없었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

가 계약  합의의 의사능력을 결하기 때문이다.136) 그러면 사용취득은 어떻게 되

는가? 모든 사료가 사용취득을 인정한다. 이미 안토니 스 피우스와 마르쿠스 아

우 리우스 황제의 고문법률가단에 속했었던 마르 루스(Ulpius Marcellus. 

140-175)가 그러한 견해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 울루스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

은 약 한 세기 의 Plautius에 의해서도 공유되었었을 개연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루스가 이처럼 사용취득을 인정하는 근거로 ‘便益의 

고려’ 운운하고 있다는 이다. ‘便益의 고려’(utilitatis causa)는 로마 법률가들에 

의하여 종종 사용되었던 논거 의 하나 는데,137) 특히 에 띄는 것은 사용취

득에 한 한 이 논거를 사용한 법률가는 ― 그나마 유 하다고 볼 수 있는 주

제에 한 피니아 스의 1개소도 유의 취득에 한 것일 뿐이므로 제외해야 

한다면138) ― 울루스뿐이라는 이다.139) 이미 최병조 IV, 464ff.가 Fr. Vat. 1

지시하는 것이라는 점은 Giaro, 217ff., 특히 219f.
136) C.4.38.2 Diocletianus / Maximianus (a.286). 

Emptionem et venditionem consensum desiderare nec furiosi ullum esse consensum 
manifestum est. Intermissionis autem tempore furiosos maiores viginti quinque annis 
venditiones et alios quoslibet contractus posse facere non ambigitur.

137) Wieacker I, 29ff.
138) D.41.2.44.1 Papinianus 23 quaestionum

Quaesitum est, cur ex peculii causa per servum ignorantibus possessio quaereretur. 
dixi utilitatis causa iure singulari receptum, ne cogerentur domini per momenta species 
et causas peculiorum inquirere. nec tamen eo pertinere speciem istam, ut animo 
videatur adquiri possessio: nam si non ex causa peculiari quaeratur aliquid, scientiam 
quidem domini esse necessariam, sed corpore servi quaeri possessionem. 

139) D.41.2.1.14 Paulus 54 ad edictum. 
Per servum, qui in fuga sit, nihil posse nos possidere Nerva filius ait, licet 
respondeatur, quamdiu ab alio non possideatur, a nobis eum possideri ideoque interim 
etiam usucapi. sed utilitatis causa receptum est, ut impleatur usucapio, quamdiu nemo 
nactus sit eius possessionem. possessionem autem per eum adquiri, sicut per eos, quos 
in provincia habemus, Cassii et Iuliani sententia est. 
D.41.2.32.2 Paulus 15 ad Sabinum.
Infans possidere recte potest, si tutore auctore coepit, nam iudicium infantis suppletur 
auctoritate tutoris: utilitatis enim causa hoc receptum est, nam alioquin nullus sensus 
est infantis accipiendi possessionem. pupillus tamen etiam sine tutoris auctor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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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하여 밝혔고, 한 방  소개한 개소들에서도 드러나듯이 울루스는 법

률행  자체와 그 주변요소(객체의 상황, 행 능력, 후견인의 조성, ‘ 리인’ 등)

를 분석 으로 별하여 포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쿨루스 학 (  이를 수용

한 율리아 스)와 같이 입론하는 것으로서, 이 한도에서는 주변요소까지를 모두 

포 하여 종합 으로 포착하는 사비 스 학 의 논증방식으로부터 이탈한 셈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 -분석 으로 악된 법률행  자체에 용되었던 엄

격한 법률논리(  그로 인한 법률행 의 무효나 사용취득 요건의 흠결 등)를 그 

주변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완화를 시도할 때 원용되었던 논거가 바

로 utilitas 던 것이다. 울루스가 주해하고 있는 라우티우스 역시 로쿨루스 

학 의 법률가 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utilitas 논변은 아마도 울루

스 이 에 이미 이러한 학  입장을 뒷받침한 근거 을 개연성이 추정된다. 우

리의 맥락에서 문제는 이 경우에 인정된 권원이 무엇인가인데, Vacca I, 1983은 

pro suo를 염두에 두고 있다.140) 그러나 이 주장은 그녀의 체 인 논증구조의 

문제와 더불어서 세부 인 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정신착란자는 이미 

보았듯이(C.4.38.2 cit. (  주 136)) 성인이면서 제 정신으로 돌아온 平靜期

(intervallum lucidum)가 아닌 한 처분권한이 박탈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매수한 자의 처지는 이것을 체로서 보면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자와  다

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에 인정되었던 것은 pro suo가 아니

라 pro emptore 다.141) 사비 스 학 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 두 경우를 종합

possessionem nancisci potest. item infans peculiari nomine per servum possidere 
potest. 
D.41.4.2.9 Paulus 54 ad edictum. 
Procuratorem quoque, qui ex auctione, quam mandatu domini facit, emerit, plerique 
putant utilitatis causa pro emptore usucapturum. idem potest dici et si negotia domini 
gerens ignorantis emerit propter eandem utilitatem.

140) Vacca I, 1983: “ … appare guistificato supporre che il compratore, in virtù della sua 
buona fede, possa usucapire pro suo, e ne consegue anche che l’usucapio pro suo 
non è tutelata dalla Publiciana. Solo I Giustinianei avrebbero dunque generalizzato in 
tal senso l’actio Publiciana, e modificato di conseguenza la chiusa di D. 6.2.7.2.”

141) D.41.3.33.1 Iulianus 44 digestorum.
Quod vulgo respondetur ipsum sibi causam possessionis mutare non posse, totiens 
verum est, quotiens quis scieret se bona fide non possidere et lucri faciendi causa 
inciperet possidere: idque per haec probari posse. si quis emerit fundum sciens ab eo, 
cuius non erat, possidebit pro possessore: sed si eundem a domino emerit, incipiet pro 
emptore possidere, nec videbitur sibi ipse causam possessionis mutasse. idemque i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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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서 같게 평가하여 정신착란자의 경우에도 사용취득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疑念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에 로마법 의 편찬자들이 심을 가

지고 인용할 만한) 특별한 언 이 없었을지도 모르며, 그래서 ‘便益의 고려’를 강

조한 다른 쪽 사료만이 발췌되었을 공산이 크다. Pro suo가 아니라 pro emptore

을 것이라는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바로 다음 개소이다(후술 III.1 참조). 이

에 따르면 정신착란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악의일 경우 pro possessore로 유하

는데, 그 지 않은 경우가 다름 아닌 pro emptore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D.5.3.13.1 Ulpianus 15 ad edictum.

Omnibus etiam titulis hic pro possessore haeret et quasi iniunctus est. denique 

et pro emptore titulo haeret: nam si a furioso emero sciens, pro possessore 

possideo. … 

그 밖에도  세 개소  이 문제를 본격 으로 다루고 있는 울루스의 개소

가 편찬자들에 의해 D.41.4, 즉 pro emptore의 章에 배치되었다는 사실도 Vacca 

I의 주장이 틀린 것임을 뒷받침한다. Pro suo가 오직 선의에 기 한 것이라는 그

녀의 소견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 때 푸블리키우스 소권142)은 어떻게 되는가? 승되는 사료로만 보

자면 견해의 립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일견 울루스는 이 소권을 부정하

고, 반면에 울피아 스는 정한다. D.6.2.7.2가 마르 루스가 푸블리키우스 소권

과 련하여 언 된 유일한 개소이므로, 그가 이미 이러한 견해 는지는 이것만

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Vacca I, 1983 cit.은 매수인의 사용취득 유는 이 소

erit etiam, si a non domino emerit, cum existimaret eum dominum esse. …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조 IV, 481f. 참조)
D.41.4.2.21 Paulus 54 ad edictum.
Si rem alienam emero et, cum usucaperem, eandem rem dominus a me petierit, non 
interpellari usucapionem meam litis contestatione. sed si litis aestimationem sufferre 
maluerim, ait Iulianus causam possessionis mutari ei, qui litis aestimationem sustulerit, 
idemque esse, si dominus ei, qui rem emisset a non domino, donasset: eaque 
sententia vera est.

142) D.6.2.13.pr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Quaecumque sunt iustae causae adquirendarum rerum, si ex his causis nacti res 
amiserimus, dabitur nobis earum rerum persequendarum gratia haec (sc. Publiciana) 
a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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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던 것이 사용취득 인 자에게 同 소권을 일반 으로 

인정한 유스티니아 스 황제법143)에 의하여 그와 반 의 내용으로 D.6.2.7.2의 말

미 부분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텍

스트 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내용 으로 이미 일 된 법리를 

벗어나는 외 인 설시가, 그것도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직설법으로

(habebit; neque nascitur; nec competit), 제시된다고 보는 것은 분명 무리이다. 16

세기의 Cuiacius는 이 부분의 진정성 결여(spurium suppositiciumque)를 이유로 그

리스의 해석자 Constantinus를 원용하여 ‘nec Publiciana competit’ 구 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144) 그러나 해답은 D.41.4.2.16의 서술의 문맥을 정 하게 고려하

는 데에서 찾아야만 한다. 서술 자체가 매우 압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신착란

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매도한 정신착란자를 상 로 추탈담보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매도한 물건이 타인의 소유물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서, 이 경

우 제3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가 있더라도 (일반 인 매도인의 경우와 달리) 정

신착란자는 그 추탈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곧 이어서 푸블리키우

스 소권이 언 되고 유의 합산이 언 된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사용취득 

유자로서는 제3소유자를 상 로 푸블리키우스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 의 것은 사용취득의 완성을 주장

하는 것인데, 이 때 사용취득의 완성을 주장하기 하여 유기간의 합산을 고려

하더라도 정신착란자는 유 자체가 부인되므로145) 사용취득의 요건인 선의의 

143) 이 주장에 대해서는 Talamanca, Studi sulla legittimazione passiva alla ≪hereditatis 
petitio≫ (Milano 1956), 133 s. nt. 299 (필자 未見)를 원용한다. 그러나 Vacca I, 
1984도 지적하듯이 그 자체 명백한(“di per sé chiarissimo”) Gai. 4.36에서 이러한 일
반적 법리가 고전기에 이미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또한 Gai. D.6.2.13.pr cit. (위 
주 142)).

144) Cuiacius, ad. h.l., p.1168 D.
145) D.41.2.1.3/9f. Paulus 54 ad edictum.

(3) Furiosus … sine tutoris auctoritate, non potest incipere possidere, quia affectionem 
tenendi non habent, licet maxime corpore suo rem contingant, sicuti si quis dormienti 
aliquid in manu ponat. …
(9) Ceterum et ille, per quem volumus possidere, talis esse debet, ut habeat 
intellectum possidendi: (10) Et ideo si furiosum servum miseris, ut possideas, 
nequaquam videris adprehendisse possessionem ….
D.41.2.18.1 Celsus 23 digestorum.
Si furioso, quem suae mentis esse existimas, eo quod forte in conspectu inumbratae 
quietis fuit constitutus, rem tradideris, licet ille non erit adeptus possessionem,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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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한 부인된다는 설시인 것이다. 그 다면 

D.41.4.2.16은 정신착란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매도한 D.6.2.7.2와는 사안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고, 양자 사이에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Vacca I, 

1983 cit.의 주장은 오류이다. ―

 

(2) 다음으로 살펴볼 Pomp. D.41.10.3.pr은 악취물인 노 를 문답계약의 이행 

명목으로146) 단순히 인도만 한 사안인데, 네라티우스(*ca. 50; cos. suff. 87)의 견

해도 담고 있어 폼포니우스(130-180)보다 오래된 학설을 반 하고 있다. 

D.41.10.3.pr Pomponius 22 ad Sabinum.147) 

Hominem, quem ex stipulatione te mihi debere falso existimabas, tradidisti 

mihi: si scissem mihi nihil debere, usu eum non capiam: quod si nescio, verius 

est, ut usucapiam, quia148) ipsa traditio ex causa, quam veram esse existimo, 

sufficit ad efficiendum, ut id quod mihi traditum est pro meo possideam. et ita 

Neratius scripsit idque verum puto.

(네가 문답계약에 기해서 나에게 채무부담한다고 잘못 생각했던 노 를 나에

게 인도하 다. 내가 나에게 아무 것도 채무부담되지 않음을 알았었다면, 나는 

그를 사용취득하지 못한다. 내가 모른다면, 내가 사용취득한다는 것이 보다 옳은

바, 왜냐하면 내가 진정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에 기한 인도 자체로 나에게 인도된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유하도록 하는 데에 족하기 때문이다. 이 게 네라티우

스가 기술하 고 나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개소와 동일한 사실 계에 하여 헤르모게니아 스(280-320)와 울루스

(175-230)의 다른 개소들은 명시 으로 pro soluto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개소가 

possidere desinis: …
146) Boehmer, ad D.41.10 (p. 382)은 이에 대해 pro stipulatu 권원을 로마의 법률가들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론은 맞지만, 아예 이러한 용어 자체가 전혀 고려되지
도 않았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쓸데없는 지적이다.

147) Bas.50.9.3 (Heimbach V, p.70):
Si putans, te mihi promisisse, servum mihi dederis, usucapio: nisi scierim, eum non 
deberi: nam traditio facit me pro suo possessorem.

148) Lenel I, Neratius fr.38 (p.771)은 ipsa부터 네라티우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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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pro suo를 인정한 것인지는 좀 더 면 히 살펴보아야만 한다.149)

D.41.3.46 Hermogenianus 5 iuris epitomarum.150) 

Pro soluto usucapit, qui rem debiti causa recipit: et non tantum quod debetur, 

sed et quodlibet pro debito solutum hoc titulo usucapi potest.

(물건을 채무의 원인으로 수령하는 자는 ‘변제물로서’ 사용취득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빚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빚으로서 변제된 여하한 것도 이 권

원으로 사용취득될 수 있다.) 

D.41.3.48 Paulus 2 manualium.151)

Si existimans debere tibi tradam, ita demum usucapio sequitur, si et tu putes 

debitum esse. … quod in ceteris causis (sc. quam in emptione) solutionis tempus 

inspicitur neque interest, cum stipulor, sciam alienum esse nec ne: sufficit enim 

me putare tuum esse, cum solvis: …

(내가 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 인도하는 경우 사용취득은  역시 채무

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때에 한하여 따른다. … (매수가 아닌) 여타의 원인들에 

있어서는 이행의 시 이 고려되고,152) 내가 문답계약을 요약하는 때에 내가 타인

의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가 여부는 상 이 없다. 왜냐하면 네가 변제할 때에 내

가 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     

149) Vacca I, 1963은 possessio pro suo라는 자신의 시각에 매몰되어 이 개소를 D.41.10. 
5.pr-1과의 연계에서만 고찰할 뿐, 이 개소와 pro soluto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전적
으로 결하였다. 

150) 반면에 해당 Bas.50.3.44 (Heimbach V, p.62)는 부정확하다.
Quod in solutum accepi, usucapio, etiamsi aliud pro alio volens acceperim.

151) Bas.50.3.46 (Heimbach V, p.62):
In solutum datum tunc usucapitur, quando et qui accepit, sibi deberi, et qui dedit, se 
debere putat, nisi si tamquam ex emtione debens tradidero. Tunc enim, nisi et reapse 
emtio contracta sit, traditum non usucapitur. In aliis autem causis sola solutio 
spectatur.

152) 최병조 IV, 458f.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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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2.4 Paulus 19 ad edictum. = Bas.15.2.4 (Heimbach II, p.169; Supplementum, 

p.41)

[Ait praetor: “ex iusta causa petet.” qui igitur iustam causam traditionis habet, 

utitur Publiciana: … est enim iustissima causa, sive …] Vel solvendi causa.153) 

[D.6.2.5 Ulpianus 16 ad edictum: Vel ex causa noxae deditionis, sive vera causa 

sit sive falsa.] 

([법무  가로 : “그가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

의 정당한 원인을 가지는 자는 푸블리키우스 소권을 행사한다. … 왜냐하면 가장 

정당한 원인이란, 혹은 …] 혹은 변제의 원인이다. [D.6.2.5 울피아 스 <고시주

해> 제16권: 혹은 가해자 부의 원인에 기하여, 원인이 진정한 것이든 허 의 것

이든.])

이곳에서 먼  김기창-서을오 논쟁154)의 D.41.3.46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  김기창은 이 개소에 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고 있다.155)

  “빚진 것이 없는데도 빚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빚의 변제(solutio)로서 

물건을 인도하면, 그것을 변제물로서 수령하는 자에게 즉시 ‘소유권이 이 ’한

다는 서 교수의 견해와는 달리, 이 구 을 은 헤르모게니아 스는 이 경우, 1

년 는 2년의 유가 계속되어야 비로소 ‘사용취득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변제가 ‘인도’의 합당한 원인  하나 다는 

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소유권 이 ’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한 서을오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156)

  “김 교수는 이 두 번째의 경우, 즉 비채변제의 경우에 사용취득이 된다는 것

은 인도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사용취득이 문제되는 경우 소유권은 당연히 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김 교

153) Cf. Lenel I, Paulus fr. 293 (p.999): [Item, si res …] vel solvendi causa [sit tradita] …
154) 최병조 IV, 478 + n.108.
155) 김기창, 214.
156) 서을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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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제로 하고 있다. 소유권이 이 되었다면 굳이 사용취득이 문제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지 않음은 이미 지 한 바 

있다. 즉, traditio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얼마든지 usucapio의 주장을 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한 이미 상세히 학설을 검토하 듯이, 사용취득이 인정되면 

traditio 역시 인정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다음과 같

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김 교수 스스로 “사용취득은, 합당한 원인에 기하

여 물건이 인도되긴 하 으나” 인도가 소유권 이 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은 경

우라고 한다. 그 다면 김 교수는 의 변제행 를 어도 인도에 있어서의 유

효한 원인행 (iusta causa traditionis)로는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소유권이 이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인도의 원인을 이루는 거래가 어

떤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서”라면, 앞에서 “유효한” 행 라고 했던 것이 왜 다

시 유효하지 않은 행 로 되는지가 의문이다.”

여기서 ‘이미 지 한 바’란 서을오, 146f.의 내용이다(同旨 서을오, 161 각주 

62). 그곳에서 서을오는 사용취득이 인정된다고 traditio에 의한 소유권 이 이 반

드시 부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이

(즉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것보다 (원시취득인) 사용취득 는 취득시효를 주장하

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편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소유권에 한 분쟁

이 양수인과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원인과 인도라는 요건을 

갖추어 traditio가 유효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한 양수인이 진정

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만은 아니라는 (“악마의 입증”)을 

지 한다. 

이상의 논쟁에 해서는 다음을 지 할 수 있다. 

① 로마의 법률가들은 철 하게 법률문제만을 다루었지 입증을 포함하여 사실 

문제는 확정된 것으로 제했다는 것이다(물론 특별하게 가령 입증의 문제가 주

제인 경우는 별론이다). 따라서 서 교수의 서술이 모두 맞는 이야기이지만, 사료

의 해석에 용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용취득할 수 있다는 설시는 아직 소유

권이 취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② 양수인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원인과 인도라는 요

건을 갖추어 traditio가 유효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서술도 문

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유효한(gültig)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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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증이 의미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정말로 유효한 것이 아니어서 정

당한 원인에 기한 traditio로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traditio가 유

효했다는 의미는 wirklich의 의미이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제3자에

게 항할 수 없음은 서을오의 시(같은 , 147 각주 29 부분)에서도 드러나듯

이 당연한 것인바, 결국 usucapio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제는 바로 

traditio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부인인 것이다. 그 다면 “사용취득이 인정되면 

traditio 역시 인정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도 traditio로 취득

하지 못하는 경우에 usucapio가 유용한 것으로 상정한 로마인들의 생각과는 차이

가 있는 것이다. 

③ 이미 유효하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서

을오의 김기창 해석에는 용어의 혼란이 엿보인다. 즉, 변제가 ‘인도에 있어서의 

유효한 원인행 ’(iusta causa traditionis)라고 할 때의 유효와 “인도의 원인을 이

루는 거래가 어떤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서”의 유효는 서로 다른 의미이기 때문

이다. 자는 ‘인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행 에 해당함’(그래서 김기창은 이를 

‘합당한’이라고 표 했다)을, 후자는 인도가 아니라 거래가 ‘법률 으로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효한” 행 라고 했던 것이 왜 다시 유효

하지 않은 행 로 되는지를 문제 삼는 것은 김기창에게는 없는 서을오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④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비채변제의 경우에 사용취득이 논 인 개소를 근거

로 하여 변제가 인도에 의한 ‘소유권 이 ’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는 김기창의 성 한 일반화도 타당하지 않다(同旨 서을오, 157f.; 161f.)

  

폼포니우스의 경우(D.41.10.3.pr) 순 히 문면만으로는 pro suo라는 표 이 등

장하지 않고 pro meo가 쓰이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이 과연 바실리카 법

(Bas.50.9.3)의 이해와 같이 pro suo인 것인지,  그 다면 pro soluto를 의의 

pro suo로 표 한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도 보았듯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면) 독

특한 사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폼포니우스와 다른 법률가들 사이의 견해차이

인지 일단은 불분명하다( 술 A.(2)  후술 (5) 참조). 그러나 분명하게 변제의 

사안을 다루고 있는 이 개소는 바실리카 법 의 명문157)에도 불구하고 pro 

157) Bas.50.9.3 (Heimbach, V, p.70) cit. (위 주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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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o의 사안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158) 즉 이곳의 pro meo는 유

자의 일반 인 상황을 묘사한 표 에 불과한 것이지 기술 으로 pro suo의 권원

을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 로 해석함으로써 특히 先學인 네라티우스

마 도 폼포니우스의 견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독특한 견해를 공유했으리라고 

상정하는 것은 무리이다.159)  

이 pro soluto는 진정한 변제가 어떤 이유로 효과가 없을 경우는 물론이고, 이 

개소가 보여주듯이 변제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falso)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변제(非債辨濟)를 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160)에도 변제자로 등장한 자가 

일방 으로 설정하는 변제를 목 으로 하는 그러한 실행 (act)에 기 하여 수

령자가 변제 수령 시에 선의인 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흔히 오인되듯이 

오상권원의 문제가 아니라161) 表見권원의 문제에 해당한다.162) 오늘날 우리는 모

든 채무의 이행을 변제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로마인들이 들고 있는 사례는 거개

가 문답계약(stipulatio)의 이행으로 하는 변제이며,163) 특히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158) 同旨 Barton, 17f.; Flume, 59 (논증은 전혀 없음).
159) 同旨 Jakobs, 47ff.
160) 同旨 Herm. D.41.3.46 cit. (위 주 150).
161) Bauer, 126ff.는 이를 여러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상권원의 문제로 본다. 그

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非債辨濟로 사용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청구를 부인한다. 同
旨 Kaser III, 282 = AS II, 348; 異見 Müller-Ehlen, 76ff. 진정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사용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condictio를 배제하는 효과 역시 법이 승인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실제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한 사료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162) 참고로 이 기회에 아직도 그 발음에 있어서 ‘표현’과 ‘표견’의 양자 사이에서 결판이 
나지 않아서 모든 법학도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表見’이란 한자 표현의 발음에 
대해서 사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첫째로 ‘外觀’에 대응하는 용어 구조를 가진 
조어라는 점, 둘째로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가령 表見대리, 表見권원 등)의 법적 행위 
고찰의 원칙은 의사표시 ‘수령자’의 인식지평(이른바 Empfängerhorizont)을 출발점으
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表見’의 ‘見’은 이 경우 그 고찰의 국면(aspect)이 
주체일 수 없는 대리권이나 권원이 겉으로 ‘나타나다’[現=見]는 시각이 아니라, 문제 
관점의 주체인 수령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즉, 그가 볼 
때[視] 겉으로[表] ‘보이다’, ‘인식되다’의 뜻이고, 그렇다면 바로 한자성어인 視而不見
에서 말하는 見이고(東亞百年玉篇 (초판 1997/9쇄 2005),【見】❶ 2, p.1769), 따라
서 발음은 ‘견’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생각된다. ‘見’은 통상 ‘나타날 현’보다는 ‘볼 
견’이나 ‘보일 견’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점과 이를 ‘표현’이라고 읽을 경우 일반용어
인 ‘表現’과 발음에서 구별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의미 이해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표견’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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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이행으로서 이루어지는 매매목 물의 양도는 이를 변제의 일종으로 악

하여 pro soluto로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독자 인 pro emptore 권원으로 악

하 다.164)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의 경우에 변제 수령 시에만 선의이면 

족했던 것과 달리 매매계약 시와 인도의 시  모두에 선의를 요구하여 각각 다

르게 취 하 다.165) 

(3) 다음으로 수스(100-130)의 견해를 담고 있는 울피아 스의 개소를 살펴

본다.166)

D.41.3.27 Ulpianus 31 ad Sabinum.167)

Celsus libro trigensimo quarto errare eos ait, qui existimarent, cuius rei quisque 

bona fide adeptus sit possessionem, pro suo usucapere eum posse: nihil referre, 

emerit nec ne, donatum sit nec ne, si modo emptum vel donatum sibi existimaverit, 

quia neque pro legato neque pro donato neque pro dote usucapio valeat, si nulla 

donatio, nulla dos, nullum legatum sit.168) idem et in litis aestimatione placet, ut, nisi 

vere quis litis aestimationem subierit, usucapere non possit.

( 수스는 제34권에서169) 다음의 자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즉 어떤 물건의 

163) 그러나 문답계약에 한하는 것은 아니었다. 同旨 서을오, 150ff.; 반대설 김기창, 214ff. 
오히려 중요한 것은 편무관계에서의 의무이행이거나(가령 문답계약이나 채권적 유증
의 경우) 실질이 금전의 지급을 대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매매대금의 지급
이나 소비대차금의 반환도 변제로 인식되었다. Kaser I, 421 n.28. 다만 한 가지 지적
할 것은 서을오, 158의 Paul. D.41.3.48의 번역에서 pro soluto를 ’변제에 기하여‘로 
옮긴 것은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164) 로마법에서는 매도인의 의무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온전한 점유의 보장(habere 
licere)이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기술적으로 매매목적물의 양도를 변제로 관념할 수 
없었다. Jakobs, 53ff.

165) Pro emptore의 경우에 유효한 매매를 요구한다는 謬說(Mayer-Maly I, Ehrhardt)에 대
한 정당한 비판과 D.41.4.2.pr 및 D.41.3.48의 부진정성을 논거로 삼는 학설들에 대하
여(cf. Müller-Ehlen, 76 n.35) 내용적인 진정성을 인정하여 필자와 같은 결론을 내리
고 있는 견해로는 Jakobs, 52ff.

166) 이 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최병조 IV, 471ff.
167) Bas.50.3.25-26 (Heimbach V, p.58):

Ex suspicione iustae causae usucapio non procedit, nisi reapse quid legatum vel 
donatum, vel in dotem datum, vel emtum sit. / Idem est in aestimatione litis. 

168) 同旨 D.41.4.2.pr Paulus 54 ad edictum; D.41.6.1.pr Paulus 54 ad ed.; 이미 최병조 
IV, 471 n.85.



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崔秉祚  49

유를 선의로 취득한 자들은 구든 ‘자기 것으로서’ 사용취득할 수 있고, 그가 

매수했는가 아닌가, 증여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가 매수했거나 자신에게 

증여되었다고 생각했던 한, 아무 상 이 없다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그 게] 생각

한다면 그런 자들은 말이다. 왜냐하면 증여나 嫁資나 유증이 없으면 ‘유증된 것

으로서’도, ‘증여된 것으로서’도, ‘嫁資物로서’도 사용취득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

이다. 같은 수스는 소송물가액평가의 경우에도 어떤 자가 진정으로 소송물가액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취득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개소에 의하면 수스는 비 실화법(irrealis)으로(“qui existimarent”)170) 어떤 

물건의 유를 선의로 취득한 자는 매수했는가의 여부, 증여받았는가의 여부는 

요하지 않고, 단지 매수했거나 증여받았다고 여기기만 했다면 ‘자기 것으로서’ 

사용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상정하고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릇된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errare)이라고 비 하

다. 그 이유는 증여나 嫁資나 유증이 없으면 각각 그에 해당하는 권원에 기한 

사용취득도 유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에서 매우 논쟁 인 

수스는 과장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화법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실제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순수주 설을 취하는 로마의 법

학자는 없기 때문이다.171) 여기서 수스가 pro suo usucapere를 부인했다고 이해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 한 것이다. 범하게 오상권원을 

인정하는 경우 pro suo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경우에 

이 견해가 제한 사안에 해서 그 효과로서 pro suo usucapere 역시 부정하게 

되지만, 그 다고 이러한 부정이 다른 사안에 해서까지 pro suo usucapere의 

169) 어떤 책인지는 알 수가 없다. Lenel I, Celsus fr. 277 n.2 (p.169); 이미 최병조 IV, 
471 n.86.

170) 학설들은 이 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순수주관설의 실제적 존재를 
전제하였다. 

171) 이 사실은 의문의 여지없이 단언하고 있는 법학제요의 설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Inst. 2.6.11: Error autem falsae causae usucapionem non parit. veluti si quis, cum non 
emerit, emisse se existimans possideat: vel cum ei donatum non fuerat, quasi ex 
donatione possideat.
테오필루스의 법학제요 義解는 앞과 뒤에 더욱 분명한 설명문을 붙였다.
Theophilus, Paraphrasis 2.6.11 (Ferrini, p.136): Et vera possessionis causa esse debet; 
… nam falsa possessionis causa impedit usucapio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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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을 반드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행 가 실제로는 없었으나 있었다고 믿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보는 순수주 설, 즉 범한 誤想권원 인정설의 입장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행 가, 비록 그 효과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발휘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실제

로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즉 어도 表見권원을 요구하는 원인행  요구설에 의

하여 배척되고, 이 후자의 입장이 로마법의 통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상권원이 으로 배척되었던 것은 아니고, 제한 이지만 그 오상이 합리 인 

착오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령 Afr. D.41.4.11)에 한하여 인정되었다. 학설

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172) 그 결과 오상권원이 가능한 pro suo 자체를 

수스가 부인하 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논증과정에서 수스의 경우 pro suo 

possidere와 pro suo usucapere를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는 견해가 개진되었음은 

이미 지 하 다.173) 그 이유는 오상권원과 표견권원의 정확한 개념  구별 없

이,  사료에 나타난 오상권원의 경우의 사안의 특수성 등을 면 하게 포착하지 

못한 채 근했기 때문이다.174) 수스의 상 인 순수주 설 신 자에 네라티우

스(D.41.10.5.1l 술 1.(1))를 집어넣고 있는 견해175)도 이 에서 잘못이다. 원문

복원의 맥락에서 보자면176) 이 개소는 pro suo가 특별히 역할을 했던 嫁資物의 

취득과 련하여 對物訴訟의 결을 다루면서 오히려 수스와 율리아 스가 pro 

dote 사용취득에 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새길 수 있다.177) 부정당했고, 실

제로 발견되지도 않지만 어 든 순수한 주 설의 pro suo 용법은 굳이 따지자면 

의의 용법에 해당한다. 

(4) 그밖의 pro suo 사례로 폼포니우스(130-180)는 아버지와 아들들이 아버지

의 재산에 하여 분할약정을 맺었고, 父의 사망 후에 그 약정을 추인하고 그

로 분할된 재산을 나 어 가진 아들들이 유산 속의 타인재산을 잘못 알고서 

172) Harke, 24f.; Mayer-Maly I, 35ff.; 50; Kaser I, 421 n.21; Behrends I, 221 n.79. 반면
에 다양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오상권원의 사례와 관련하여 그것이 오직 특수
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승인되었다는 점을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분명히 인식했
다는 점에서는 Vacca I, 특히 1066f.는 타당하다.

173) 위 주 45-46.
174) 상세는 최병조 IV, 474ff. 참조.
175) Hausmaninger, 284 + n.63f.
176) Lenel II, Ulpianus fr.2758 (p.1136): [De rebus in dotem datis] (p.1135 n.3).
177) Ehrhardt, 167ff.; Vacca I,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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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경우를 들고 있다. Pro possessore와 비된 상황을 포착한 것이다.

D.41.10.4.1 Pomponius 32 ad Sabinum.178)

Si pater cum filiis bona quae habebat partitus sit et ex ea causa post mortem 

patris ea teneant, quod inter eos conveniret, ut ea divisio rata esset: usucapio his 

procedet pro suo in his rebus, quae alienae in bonis patris inveniuntur.179) 

(아버지가 아들들과 그가 가졌던 재산을 분할하고, 그들 사이에 그 (재산)분할

이 추인된다고 합의되었기에 그 원인으로 아버지 死後에 그들이 그 재산을 執持

하는 경우 아버지의 재산 에 타인의 것으로 발견되는 물건들에 하여 pro suo 

사용취득이 이들에게 유효할 것이다.)    

(5) 유증이 이루어진 바 없는데도 상속인이 오해하여 인도한 사안에서 사용취

득의 권원으로서가 아니라 근거(quia)로서 pro suo를 언 하고 있는 다음 폼포니

우스의 개소에서도 사용취득의 권원이 과연 무엇인지 일단은 불분명하다. 

D.41.10.4.2. Pomponius 32 ad Sabinum.180)

Quod legatum non sit, ab herede tamen perperam traditum sit, placet a 

legatario usucapi, quia pro suo possidet.

(유증되지 않은 것이 상속인에 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인도된 것은 수

유자에 의해 사용취득된다는 소견이다.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서 유하기 때문이

다.181)) 

178) Bas.50.9.4.1 (Heimbach, V, p.70): 
Qui pacti sunt, ut facta inter eos a patre partitio rata sit, res alienas, quae in 
patrimonio sunt, pro suis usucapiunt.

179) 同旨 D.41.5.3 Pomponius 23 ad Quintum Mucium. 
Plerique putaverunt, si heres sim et putem rem aliquam ex hereditate esse quae non 
sit, posse me usucapere. 

180) Bas.50.9.4.2 (Heimbach V, p.70):
Si mihi heres pro legato tradiderit rem non legatam, pro mea usucapio.

181) 김기창, 218은 그 첫 문장의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유증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
도 상속인이 유증에 기한 것이라며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는 수증자와 마찬가지로 사
용취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Perperam을 ‘유증에 기한 것이라며’로 역출한 것은 앞의 
사안 서술과 합치면 그런대로 의미가 통하지만, 뒷부분의 ‘수증자와 마찬가지로’는 아
무리 직역이 아닌 의역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a legatario의 번역으로는 언어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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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물권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오해 여부나 그가 인도했다는 사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스스로 인도한 상속인의 오해로 볼 때 채권  유증일 터인

데,182) 그 다면 pro soluto 권원일 터이고, 그 다면 다시 表見권원의 법리가 

용된 셈인데, 이러한 귀결은 개소의 명문이나 바실리카 법 이 해당 부분을 ‘pro 

legato tradere’와 ‘pro mea usucapere’를 써서 재 한 것과도 모순 없이 조화된다. 

Possidere나 usucapere가 아니라 tradere와 연결한 것으로 보아서 이곳의 pro 

legato는 비기술 인 표 이다. 폼포니우스의 개소라는 사실도 이러한 결론을 뒷

받침한다( 술 (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소가 pro suo의 章에 배치된 

것은 pro suo라는 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바티칸 단편집>에 하는 피니아 스(170-212)의 개소에 의하면 父權免

除된 아들에게서 특유재산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아들은 pro donato ‘

는’ pro suo로 사용취득이 인정되었다. 피니아 스가 비로소 특유재산 불회수

의 경우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므로183) pro donato를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의 안으로 제시된 pro suo는 pro donato를 인정하기 의 권

원이었을 것이다.184) 바로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기에 인정되었던 의

의 pro suo라는 말이다.

Fragmenta Vaticana 260 (Papinianus 12 responsorum): 

Item. Filius emancipatus, cui pater peculium non ademit, res quidem pro 

donato vel pro suo, quod iustam causam possidendi habet, usu capit, …

( , 아버지가 특유재산을 박탈하지 않은 父權免除된 아들은 그 물건들을 참으

로 ‘증여물로서’ 는 ‘자기 것으로서’, 왜냐하면 유의 정당한 원인을 가졌으므

로, 사용취득한다. …)185) 

의미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
182) 同旨 Bauer, 132ff.
183) Fr.Vat. 261: Item. Peculium vindicta manumisso vel inter amicos si non adimatur, 

donari videtur. quae ratio facit, ut ex iusta causa possidens usucapere rem possit. …
Wacke I, 48f.

184) Pflüger, 43.
185) 이곳에서 생략한 뒷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Wacke II, 3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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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ke는 매우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쳐서 이 개소를 근거로 피니아 스가 

비악취물의 경우에도 포기된 경우 사용취득이 필요하다는 견해 다고 새긴다. 

피니아 스가 악취물과 비악취물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악취물

의 경우에도 사용취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 유물을 pro tradita로, 즉 인도

된 것으로, 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피니아 스는 특유재산

을 다고도 회수한다고도 하지 않고 침묵한 사안을 고찰하는 것이고, 그 다면 

이때에는 유물은 그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고, 이 포기물도 사용취득을 해야 소

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186) 그 지만 불회수를 증여로 본

다는 의미는 (미리 증여를 하고 후에 부권면제 시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187)와 한 

가지로) 인도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니아 스의 

서술은 pro donato나 pro suo의 권원이 문제되는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새

기는 것이 합리 이다. 이 불회수의 증여 간주는 생 행 에 부수한 경우만 해당

하고, 유언에서 회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188) 

(7) 울루스(175-230)의 다음 개소는 지 까지의 승계취득  사유들을 다룬 

들과 달리 원시취득 사유에 해당하는 권원의 경우를 pro suo로 묶어서 개념화

하고 있다.

D.41.10.2 Paulus 54 ad edictum.189) 

 Est species possessionis, quae vocatur pro suo. hoc enim modo possidemus 

186) Wacke I, 76f.
187) D.39.5.31.2 Papinianus 12 responsorum

Pater, qui filiae, quam habuit in potestate, mancipia donavit et peculium emancipatae 
non ademit, ex post facto donationem videbatur perfecisse. 
Wacke I, 85f.

188) Fr.Vat. 261: Item. … aliud in his placuit, qui testamento libertatem acceperunt vel 
testamento parentis potestate solvuntur; quos amittere peculium, si non sit legatum, 
constitit, neque enim tacita liberalitas defuncti permittentis retinere peculium potuit 
intellegi.
Cf. Wacke I, 48f. + n.10 ([vel testamento] <vel morte>).

189) Bas.50.9.2 (Heimbach V, p.70) 역시 요령부득이다.
Quae in terra vel mari vel coelo capiuntur, et quae ex alluvione accedunt, ut nostra 
possidemus: quemadmodum et alieno nomine acquirimus, velut partum vel fructus rei 
hereditariae aut emtae aut donatae.



54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2009. 9.)

omnia, quae mari terra caelo capimus aut quae alluvione fluminum nostra fiunt. 

item quae ex rebus alieno nomine possessis nata possidemus, veluti partum here-

ditariae aut emptae ancillae, pro nostro possidemus: similiter fructus rei emptae 

aut donatae aut quae in hereditate inventa est.190)

(‘자기 것으로서’라 부르는 유의 종류가 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포획하거나 는 하천의 沖積(충 )에 의해 우리 것이 되는 모든 

것을 유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명목으로 유한 물건들로부터 태어난 

것들을 유하는바, 가령 상속재산에 속하거나 매수한 여자노 의 아이를 우리 

것으로 유한다. 매수했거나 증여되었거나 상속재산 에 발견된 물건의 果實

도 유사하다.). 

제일 먼  거론된 것이 漁撈나 수렵을 통한 先占행 (말하자면 pro occupato) 

 沖積에 의한 토사의 취득(말하자면 pro alluvione adiecto)이다. 敵으로부터의 

노획품 취득(말하자면 pro ab hoste capto)이나 加工행 (말하자면 pro specificato)

나 부합행 191)도 이에 해당한다.192) 원래 이러한 사정은 바로 원시취득을 가능

 하는 사유인 을 감안하면, 사용취득이 문제되는 이때에는 그 상물이 이러

한 원시취득이 불가능한 것(가령 사냥에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타인 소

유의 짐승인 경우)193)임이 제된 것이다.194) 즉 원시취득의 외양을 갖춘 경우에 

선의의 유자에게 사용취득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법상의 권원이

란 반드시 법률행 일 필요가 없고, 사용취득의 취지에 합당한 어떤 사정이면 족

한 것이었음을 보여 다.

190) 同旨 D.41.3.4.5 Paulus 54 ad edictum. 
Fructus et partus ancillarum et fetus pecorum, si defuncti non fuerunt, usucapi 
possunt. 

191) Cf. Apathy, 35-45.
192) D.41.2.3.21 Paulus 54 ad edictum

Genera possessionum tot sunt, quot et causae adquirendi eius quod nostrum non sit, 
velut … pro suo, sicut in his, quae terra marique vel ex hostibus capimus vel quae 
ipsi, ut in rerum natura essent, fecimus. …

193) Brunnemann I, ad.D.41.10.1 (p.1149)가 들고 있는 구체적인 예들: “타인이 잃어버린 
보석을 바닷가에서 발견한 때; 적으로부터 노획한 물건 중에 시민의 소유물이 섞여 
있을 때; 남이 묻어둔 금전을 매장물로 발견한 때; 내 물건을 네가 사용취득했음을 
모르고 후에 다시 취한 때”). 

194) Voet, ad D.41.10.1 n.1 (p.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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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10.2의 후반부에 의하면  매수했거나, 증여받았거나, 상속재산 에 포

함되어 있어서 그러한 다른 명목으로(alieno nomine)195) 유하고 있는 타인의 

여자노 로부터 태어난 아이(partus ancillae)에 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용되었

다.196) 

(8) 울루스의 다른 개소에 의하면, 물건을 가액평가하여(aestimata) 嫁資로 제

공한 경우197)에도 혼인의 성사를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가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 혼인이 성사되어야198) 매매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 고,199) 그래서 그 에

는 pro emptore로서도 pro suo로서도 사용취득이 인정되지 않았다(D.41.9.2).200) 

195) ‘alieno nomine’ = ‘non pro suo’: Cuiacius, ad h.l., p.1177 B. 異見 [alieno nomine]<a 
nobis>: Pflüger, 42f.

196) 최병조 III 참조.
197) Kaser I, 340 + nn.39-41.
198) D.23.3.17.1 Paulus 7 ad Sabinum.

Si re aestimata data nuptiae secutae non sint, videndum est, quid repeti debeat, utrum 
res an aestimatio. sed id agi videtur, ut ita demum aestimatio rata sit, si nuptiae 
sequantur, quia nec alia causa contrahendi fuerit, res igitur repeti debeat, non pretium. 

199) D.23.3.10.4-5 Ulpianus 24 ad Sab. 
(4) Si ante matrimonium aestimatae res dotales sunt, haec aestimatio quasi sub 
condicione est: namque hanc habet condicionem “si matrimonium fuerit secutum”. 
secutis igitur nuptiis aestimatio rerum perficitur et fit vera venditio.
(5) Inde quaeri potest, si ante nuptias mancipia aestimata deperierint, an mulieris 
damnum sit, et hoc consequens est dicere: nam cum sit condicionalis venditio, 
pendente autem condicione mors contingens exstinguat venditionem, consequens est 
dicere mulieri perisse, quia nondum erat impleta venditio, quia aestimatio venditio est. 
D.23.3.16 Ulpianus 34 ad Sabinum. 
Quotiens res aestimata in dotem datur, evicta ea virum ex empto contra uxorem agere 
et quidquid eo nomine fuerit consecutus, dotis actione soluto matrimonio ei praestare 
oportet. quare et si duplum forte ad virum pervenerit, id quoque ad mulierem 
redigetur. quae sententia habet aequitatem, quia non simplex venditio sit, sed dotis 
causa, nec debeat maritus lucrari ex damno mulieris: sufficit enim maritum indemnem 
praestari, non etiam lucrum sentire.
일반적으로 가액평가를 매매에 준하여 취급한 것(D.41.4.3 Ulpianus 75 ad edictum: 
Litis aestimatio similis est emptioni; 또 최병조 IV, 473 n.92)은 율리아누스 이후로 
판단한다. Kaser I, 437 + n.54; Ehrhardt, 181ff.

200) Cuiacius, ad. h.l., p.1176 C. 반면에 가액평가가 없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pro emptore
가 아니라 pro dote가 문제되는데, 혼인이 성사되기 전에는 이 pro dote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pro suo는 가능하였다(전술 (1) 및 후술 (9) 참조). Glück, 213ff.는 양 사안
의 차이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56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2009. 9.)

그러나 혼인 성사 후 1년간 유하면 사용취득하 다(Fr.Vat. 111).

D.41.9.2 Paulus 54 ad edictum.201)

Si aestimata res ante nuptias tradita sit, nec pro emptore nec pro suo ante 

nuptias usucapietur.

(가액평가된 물건이 혼인 에 인도된 때에는 ‘매수인으로서’도 ‘자기 것으로

서’도 혼인 에는 사용취득되지 않을 것이다.)

Fragmenta Vaticana 111 (Paulus 8 responsorum):

Titius a Seia uxore sua inter cetera accepit aestimatum etiam Stichum puerum 

et eum possedit annis fere quattuor; quaero, an eum usuceperit. Paulus respondit, 

si puer, de quo quaeritur, in furtivam causam non incidisset neque maritus sciens 

alienum in dotem accepisset, potuisse eum aestimatum in dotem datum post 

nuptias anno usucapi. … cum vero aestimatae dantur, quoniam ex empto 

incipiunt possideri, ante nuptias pendente venditione, non prius usucapio sequi 

potest quam nuptiis secutis.

(티티우스가 자기 妻 세이아로부터 여타의 것들 에서도 노  소년 스티쿠스

를 가액평가하여 받았고 그를 거의 4년간 유하 다. 그가 그를 사용취득했는지 

묻는다. 울루스는 (다음과 같이) 해답하 다: 문제의 소년이 도망노 의 처지에 

빠지지 않았고,  남편이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 嫁資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가액평가하여 嫁資로 공여된 그는 혼인 후 1년만에 사용취득될 수 있었다. … 그

지만 가액평가물들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혼인  매도가 걸려 있는 

에는 매수를 원인으로 유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뒤따르기 에는 

사용취득이 따를 수 없다.)    

(9) 마지막으로 울피아 스(190-223)의 경우에도 로쿨루스의 경우( 술 (1) 

참조)처럼 pro dote의 권원이 가능하지 않기에 pro suo가 인정된 사례가 해진

다. 嫁資는 두 가지 방식  하나의 방식으로 제공되었다(이미 율리아 스). 하나

는 즉시 남편될 자의 것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이 성사되어

201) Bas.50.8.1.4 (Heimbach V, p.70):
Sed si res aestimata sit tradita, ante nuptias omnino non usucap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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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남편의 것이 되도록 하는 조건부 방식이었다.202) 약혼녀가 이 후자의 

조건부 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그 에 사용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사

가 없었을 때에는 약혼남이 즉시 취득하지만, 가령 타인 소유물이라면 사용취득

이 진행한다.203) 이 경우에 혼인의 성사 에는 嫁資의 취지상 pro dote가 인정

되지 못하고 pro suo로 사용취득한다는 것이 울피아 스의 견해이다.204) 이것은 

원래의 사용취득의 권원이 사용취득의 요건과는 무 한 다른 사유(여기서는 혼인

성사라는 조건)로 말미암아 그 논리 로 수용될 수 없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

인 처리를 하여 pro suo가 인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다고 하여 이것이 

Vacca가 이해하듯이205) 권원과는 독립되어 단순히 선의에 의하여 사용취득이 인

정되기에 이른 것은 아닌 것이다.

202) Kaser I, 336 n.42 m.w.N.
203) D.23.3.7.3 Ulpianus 31 ad Sab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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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um: doti enim 
destinata non debebunt vindicari.
D.23.3.9.1 Ulpianus 31 ad Sabinum.
Si res alicui tradidero, ut nuptiis secutis dotis efficiantur, et ante nuptias decessero, an 
secutis nuptiis dotis esse incipiant? et vereor, ne non possint in dominio eius effici 
cui datae sunt, quia post mortem incipiat dominium discedere ab eo qui dedit, quia 
pendet donatio in diem nuptiarum et cum sequitur condicio nuptiarum, iam heredis 
dominium est, a quo discedere rerum non posse dominium invito eo fatendum est. 
sed benignius est favore dotium necessitatem imponi heredi consentire ei quod 
defunctus fecit aut, si distulerit vel absit, etiam nolente vel absente eo dominium ad 
maritum ipso iure transferri, ne mulier maneat indotata.

204) Cuiacius, ad. h.l., pp.1175 D-1176 C.
205) Vacca I, 1970ff., 특히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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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9.1.2 Ulpianus 31 ad Sabinum.206)           

Et primum de tempore videamus, quando pro dote quis usucapere possit, 

utrum post tempora nuptiarum an vero et ante nuptias. est quaestio volgata, an 

sponsus possit (hoc est qui nondum maritus est)207) rem pro dote usucapere. et 

Iulianus inquit, si sponsa sponso ea mente tradiderit res, ut non ante eius fieri 

vellet, quam nuptiae secutae sint, usu quoque capio cessabit: si tamen non 

evidenter id actum fuerit, credendum esse id agi Iulianus ait, ut statim res eius 

fiant208) et, si alienae sint, usucapi possint:209) quae sententia mihi probabilis 

videtur. ante nuptias autem non pro dote usucapit, sed pro suo.  

(우선 시간에 하여 살펴보자. 언제 ‘嫁資物로서’ 사용취득이 가능한지, 혼인 

시  이후인지 아니면 정녕 혼인 에도 가능한지. 약혼남이 (즉 아직 남편이 아

닌 자가) 물건을 ‘嫁資物로서’ 사용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리 알려진 문

제이다. 그리고 율리아 스는 가로 , 약혼녀가 약혼남에게 혼인이 뒤따르기 

에는 그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의사로 물건들을 인도한 경우에는 한 사

용취득도 멈출 것이지만, 명시 으로 그러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즉시 물건

들이 그의 것이 된다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믿어야만 한다. 그리고 물건들이 타

인의 것인 때에는 그것들이 사용취득될 수 있다고 율리아 스는 말한다. 이 견해

는 나에게 인정받을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혼인 에는 그는 ‘嫁資物로서’

206) Bas.50.8.1.2 (Heimbach V, p.69):
Quodsi ante nuptias data sit, si quidem ea lege, ne ante nuptias fiat eius, cui datur, 
non usucapit. Sed si nihil convenit, ex praesumtione statim usucapit sponsus, et aliena 
acquirit pro suis.

207) ( … ) 부분은 glossa이다. Lenel II, Ulpianus fr.2758 n.1 (p.1136).
208) 同旨 D.23.3.8 Callistratus 2 quaest.

Sed nisi hoc evidenter actum fuerit, credendum est hoc agi, ut statim res sponsi fiant 
et, nisi nuptiae secutae fuerint, reddantur.

209) 同旨 Fragmenta Vaticana 111: 
… quamvis enim Iulianus et ante nuptias res dotis nomine traditas usucapi posse 
existimaverit et nos quoque idem probemus, tamen hoc tunc verum est, cum res 
dotales sunt ….
그리고 다음 개소에서 pro dote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혼인 성사 후에 사용취득이 완
성된 경우를 전제한 설시이다.
C.7.28.1 Alexander Severus. 
Res mobiles in dotem datae, quamvis alienae, si sine vitio tamen fuerunt, a bona fide 
accipiente pro dote usucapiu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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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자기 것으로서’ 사용취득한다.)

여기서 pro dote와 pro suo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자에 의한 사용

취득은 부인을 한 嫁資로서의 취득에 불과하므로 부부 사이에서는 일반 인 

嫁資와 달리 취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을 한 유일한 利點은 사용취득이 

일어난 이후로는 그 물건의 이  소유자로부터 더 이상 청구를 당하지 않으므로 

혼인  안정된 지 를 린다는 데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그 물

건을 자기를 하여 취득한다.210)  

 

3. 승종/조규창의 pro suo 서술 비

사용취득의 권원 pro suo에 한 국내의 서술은 지 까지 승종/조규창, 573이 

유일할 뿐 아니라 제법 상세하다. 독자의 편의를 하여 일단 그 부분을 인용한다.

“(F) 其他의 權原(pro suo)   로마法源에는 “其他의 權原”이 사용취득의 정당

한 원인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이 개념의 의미⋅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논

란의 상이 되어 왔다.

古典期法學者인 Proculus, Neratius, Iulianus, Africanus와 Pomponius는 誤想權

原에 의한 使用取得을 인정하여,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었고, 믿는 

데 과실이 없는 占有取得은 진실의 권원에 의한 사용취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고 했다. 그러나 Celsus와 그 후의 Papinianus, Ulpianus와 Paulus는 이에 동조하

지 않았고, Diocletianus는 그의 勅法에서 오상권원에 의한 취득을 부인하여 모든 

사용취득은 眞實의 權原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학자는 

原典上의 “其他의 權原”이 善意取得이나 誤想權原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賣買, 

贈與, 辨濟, 嫁資設定과 같은 사용취득의 원인 이외의 기타 정당한 원인을 의미

한다고 해석한다. 를 들면 嫁資設定(pro dote)은 유효한 婚姻成立을 제로 한 

가자의 제공이므로, 혼인성립 에는 가자의 제공이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없으나, 취득자는 설정자와의 법한 법률 계에 의하여 嫁資를 취득한 것

이며, 따라서 他人의 權利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추정을 받아 그의 사용취득은 

정당화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계에는 그 자체 고유한 명칭이 없었으

210) Procul. D.23.3.67 cit. (전술 (1)); Glück,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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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典型的 權原을 제외한 기타 모든 법률행 에 의한 사용취득에 해서는 이

를 “기타의 權原에 기하여 占有한다”(pro suo possidere)라는 포 인 용어로 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해서는 무엇보다도 승종/조규창, 573 nn.157-160에서 인용하고 있는 로

마법 연구자들(Winkel, Mayer-Maly, Hausmaninger, Vacca, Wołodkiewicz, Albertario)

의 들은 방법론 으로 낡았거나, 아니면 오상권원과 련해서는 이미 최병조 

IV에서, 그리고 pro suo와 련해서는 본고에서 지 까지 비 으로 검토되었다

는 을 지 하고자 한다.   서술은 pro suo의 두 가지 용법  의의 용법

에 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에서도 사료의 모습을 온 하게 달하고 있

지 못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디오클 티아 스의 칙법이나, 보기에 해당하는 원

의 개소를 표시해 주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III. Pro possessore

1. Pro possessore의 의미

단어의 의미 로 보면 pro possessore란 그  ‘(단순한 자주) 유자로서’ 유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가 유한다는 사실 외에 다른 권원이 없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불법한 무단 유자로서 사용취득의 자격이 없음을 가리킨다. 

의의 pro suo의 정반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다음의 개소에서 울

피아 스(190-223)가 밝히고 있듯이 모든 권원에 해서 그것이 부정되는 경우

(악의인 때, 는 부부간 증여처럼 무효인 때211))에 통일 으로 사용된다.

D.5.3.13.1 Ulpianus 15 ad edictum.212) 

Omnibus etiam titulis hic pro possessore haeret et quasi iniunctus est. Denique 

211) Kunkel/Honsell, 347f.
212) Bas.42.1.13.1 (Heimbach IV, p.194):

Omnibus autem titulis qui pro possessore possidet, haeret: titulo pro emptore, ut si 
quis sciens a furioso emit: titulo pro donato, ut in viro et uxore: titulo pro dote, si 
impubes ei nupta sit: titulo pro legato, cum quis ex falsa causa sciens legatum 
accep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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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pro emptore titulo haeret: nam si a furioso emero sciens, pro possessore 

possideo. Item in titulo pro donato quaeritur, an quis pro possessore possideat, ut 

puta uxor vel maritus:213) et placet nobis Iuliani sententia pro possessore 

possidere eum, et ideo petitione hereditatis tenebitur. Item pro dote titulus recipit 

pro possessore possessionem, ut puta si a minore duodecim annis nupta mihi 

quasi dotem sciens accepi. Et si legatum mihi solutum est ex falsa causa scienti, 

utique pro possessore possidebo.

( 한 모든 권원에 이 ‘ 유자로서’의 권원이 착되어 있고 말하자면 결합되

어 있다. 필경은 한 ‘매수인으로서’의 권원에도 착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착란자로부터 알면서 매수하면 나는 ‘ 유자로서’ 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증여된 것으로서’의 권원의 경우 어떤 자가 ‘ 유자로서’ 유하는지, 가령 

妻나 夫처럼,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가 ‘ 유자로서’ 유한다는 

율리아 스의 견해가 마음에 들며, 그래서 그는 상속재산회복청구로써 책임질 것

이다. 마찬가지로 ‘嫁資物로서’의 권원도 ‘ 유자로서’의 유를 받아들이는바, 가

령 나와 혼인한 12세 未滿女에게서214) 내가 알면서 嫁資物을 수령한 경우처럼 

말이다. 그리고 유증이 나에게 변제되었는데 그릇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

가 알고 있었으면 나는 언제나 ‘ 유자로서’ 유할 것이다.).

이것은 사용취득의 권원이 아니므로 사료에서도 사용취득에 련된 맥락에서

보다는 권리자의 회복청구의 상 방을 지시하는 문맥에서 많이 등장한다. 가장 

213) 同旨 D.41.2.16 Ulpianus 73 ad edictum 
Quod uxor viro aut vir uxori donavit, pro possessore possidetur.

214) 미성숙녀와의 혼인은 그녀가 성숙연령인 만 12세에 달해야 적법한 혼인이 되었다. 
D.23.2.4 Pomponius 3 ad Sabinum. 
Minorem annis duodecim nuptam tunc legitimam uxorem fore, cum apud virum 
explesset duodecim annos. 
D.23.3.68 Papinianus 10 quaestionum. 
Dotis promissio non ideo minus valebit, quod ignorante initio patre nuptiae non 
fuerint, si postea consenserit, cum omnis dotis promissio futuri matrimonii tacitam 
condicionem accipiat. nam et si minor annis duodecim ut maior deducta sit, tunc 
primum petetur, cum maior annis apud eundem esse coeperit: quod enim volgatum est 
dotis promissionem in primis dumtaxat nuptiis destinare neque durare obligationem, si 
post alterius matrimonium ei nubat cui dotem promiserat, tunc locum habet, cum 
intercesserunt aliae nupt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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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 것이 상속재산회복청구(hereditatis petitio)의 상 방이 pro possessore 

유자로 표시되는 경우이다.215) 울피아 스에 의하면 이 유자는 praedo (무단

유자, 冒占者), 즉 iniustus possesor (不正한 유자)이다. 그는 어떤 근거로 유

하는지 물으면 “내가 유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것이고, 거짓으로라도 자신

이 상속인이라고 다투지 않고,  어떤 유의 근거(권원)도 지를 못하는 자이

다. 채권이 있다 하여도 私力으로 유를 취한 경우에는 praedo이다.216) 이런 

유자에 속하는 도둑이나 강도는 당연히 상속재산회복청구에 하여 책임을 진

다.217)

D.5.3.11.1 Ulpianus 15 ad edictum.218) 

Pro possessore vero possidet praedo,

D.5.3.12 Ulpianus 67 ad edictum. ≒ Bas.42.1.12 (Heimbach IV, p.193). 

qui interrogatus cur possideat, responsurus sit “quia possideo” nec contendet se 

heredem vel per mendacium, 

215) D.5.3.9 Ulpianus 15 ad edictum 
Regulariter definiendum est eum demum teneri petitione hereditatis, qui vel ius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possidet vel rem hereditariam.
Müller-Ehlen, 5ff.

216) D.41.2.5 Paulus 63 ad edictum. 
Si ex stipulatione tibi Stichum debeam et non tradam eum, tu autem nanctus fueris 
possessionem, praedo es: aeque si vendidero nec tradidero rem, si non voluntate mea 
nanctus sis possessionem, non pro emptore possides, sed praedo es. 

217) Müller-Ehlen, 10ff.
218) 해당 Bas.42.1.11 i.f. (Heimbach IV, p.193)는 원 개소의 praedo를 improbus et 

impudens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Pro possessore autem possidet improbus et impudens (ὁ ἰταμός καὶ ἀναιδής).
이것은 바실리카법전이 pro possessore의 possessor 자체를 이미 praedo = ἅρπαξ 
(rapax, raptor, latro)로 파악하여 pro possessore = ὡς ἅρπαξ로 표현하다 보니, 정작 
주어인 praedo를 다시 같은 ἅρπαξ를 써서 번역할 수가 없게 되어서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 달리는 가령 Bas.9.6.7.18 (Heimbach I, p.468)(아래 주 227)의 경우처럼 
pro possessore = ὡς ἀναιδής νομεύς로 역출하여 possessor를 아예 impudens 
possessor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逐語的 대응을 벗어나는 이러한 방식의 번역은 어쨌
든 pro possessore의 possessor의 성격을 그리스어로는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어쩌면 우리도 pro possessore 만큼은 그 의미를 살려서 그저 ‘점유자로서’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冒占者로서’ 또는 이에 준하여 옮기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
어서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는 축어적인 역어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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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3.13.pr Ulpianus 15 ad edictum. ≒ Bas.42.1.13.pr (Heimbach IV, p.193).219)  

nec ullam causam possessionis possit dicere: et ideo fur et raptor petitione 

hereditatis tenentur. 

(무단 유자는 참으로 ‘ 유자로서’ 유하는바,

그는 무슨 사유로 유하는지 訊問을 받으면 “왜냐하면 내가 유하기 때문이

다”라고 답할 것이고,  심지어는 거짓으로도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다투지 않

을 것이며,

 유의 사유를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자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에 해당

하는) 도둑과 강도는 상속재산회복청구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2. Pro possessore의 용례

이하에서도 법사료를 법률가들의 연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존하는 것  이 용어가 사용된 시기 으로 가장 이른 사료는 다음의 

네라티우스(cos. suff. 87)의 개소이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은 財主(피상속인)220)가 

pro herede 는 pro possessore로 유했음을 모르더라도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상

방이 될 수 있었다. 물론 pro herede의 경우에는 사용취득의 권원이므로 사용

취득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을 제한 것이다. Pro herede 유자는 선의일 수도 

악의일 수도 있다. 하드리아 스 황제의 개 221) 에는, 즉 네라티우스의 활동

시기에는 pro herede usucapio의 유자가 악의라도 무방했으므로(Gai.2.52-56) 이

때의 pro herede와 pro herede gestio (상속인으로서의 처신, 참칭상속인으로서의 

행 )의 pro herede가 실질 으로 일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  후에는 상속회

복청구의 상 방인 경우는 악의이고, 사용취득을 하는 경우는 선의인 에서 분

명히 구별되었다. 그러나 ‘상속인으로서’ 유한다는 에서는 두 경우 모두 일

치한다. 

D.5.3.13.3 Ulpianus 15 ad edictum. ≒ Bas.42.1.13.3 (Heimbach IV, p.196).    

Neratius libro sexto membranarum scribit ab herede peti hereditatem posse,222) 

219) 원 개소의 raptor 역시 ἅρπαξ로 역출하였다.
220) 전통용어인 財主의 借用과 관련해서는 최병조 IV, 453f. n.14.
221) 최병조 IV, 463.
222) ‘peti ab eo hereditatem posse’ 語句는 피고 적격의 문제를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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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am si ignoret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defunctum possedisse. …

(네라티우스는 <雜錄> 제6권에서 상속인이 亡者가 ‘상속인으로서’ 는 ‘ 유

자로서’ 유했음을 모르는 경우에도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이 반환청구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상 방의 유는 참칭상속인으로서(pro herede)의 유거

나 체 는 개별물에 한 무단 유자로서(pro possessore)의 유이므로 거의 

언제나 pro herede와 pro possessore가 병렬되곤 하 다.223) 칙법에 나타난 모습

도 다르지 않았다.224) 이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속

인으로서’ 유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상속인이 아님을 알고 하는 것이므로 달리 

권원이 없는 한 악의의 유자이고, 그래서 pro possessore로 표시되는 것이다. 

定式이었다(가령 D.5.3.13.8; D.5.3.13.13; D.5.3.13.15; D.5.3.16.2; D.5.3.16.7; 
D.5.3.34.1; D.5.3.35). Müller-Ehlen, 231f. n.35.

223) 또 다른 예들: 
D.5.4.10 Papinianus 6 quaest.
Cum heredis ex parte instituti filius, qui patrem suum ignorabat vivo testatore 
decessisse, partem hereditatis nomine patris ut absentis administraverit et pecunias 
distractis rebus acceperit, hereditas ab eo peti non potest, quia neque pro herede 
neque pro possessore pretia possidet, sed ut filius patris negotium curavit.
D.43.3.1.4 Ulpianus 67 ad edictum
Quia autem nonnumquam incertum est, utrum quis pro legato an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possideat, bellissime Arrianus scribit hereditatis petitionem instituendam et 
hoc interdictum (sc. Quod legatorum) reddendum, ut, sive quis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sive pro legato possideat, hoc interdicto teneatur: …
D.5.3.13.11 Ulpianus 15 ad edictum 
… quamvis (sc. heres) etiam earum rerum nomine, quas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defunctus possedit, utique teneatur.
D.43.2.1pr. Ulpianus 67 ad edictum 
Ait praetor: ‘Quorum bonorum ex edicto meo illi possessio data est, quod de his 
bonis pro herede aut pro possessore possides possideresve, si nihil usucaptum esset, 
quod quidem dolo malo fecisti, uti desineres possidere, id illi restituas’.
Inst.4.15.1: … Restitutoria sunt, quibus restitui aliquid iubet, veluti cum bonorum 
possessori possessionem eorum, quae quis pro herede aut pro possessore possidet ex 
ea hereditate, aut cum iubet ei, qui vi possessione fundi deiectus sit, restitui 
possessionem. … 

224) 가령 C.3.28.1 Sev./Ant. (a.193); C.3.31.7.pr. Diocl./Maxim. (a.294); C.7.34.4 
Diocl./Maxim.; C.8.2.2 Diocl./Maxim. (a.294); C.3.31.11 Arcad./Honor. (a.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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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상 방이 숨어버리는 경우225) 私押留226)가 가장 

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시기 으로 네라티우스 바로 다음에 속하는) 수스

(100-130)의 다음 개소도 이러한 의 하나이다. 

D.42.4.7.18 Ulpianus 59 ad edictum.227) 

Idem Celsus existimat, si is, a quo hereditatem petere velim, latitat, 

commodissime fieri posse, ut in possessionem mittar rerum, quas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possidet: sed si dolo fecit, quo minus possideret, bona eius 

possidenda et vendenda sunt.

(같은 수스는 (<학설집> 제24권에서228)) 내가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반환청구

하고자 하는 자가 숨으면 가장 실하게 그가 ‘상속인으로서’ 는 ‘ 유자로서’ 

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내가 私押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유

를 상실하도록 악의로 행 한 경우229)에는 그의 재산이 私押留되어 매각되어야

만 한다.)

(3) 율리아 스(125-170)도 pro possessore 사례를 어도 세 가지 언 하고 있

다. 하나는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알면서 매수한 경우이고,230) 다른 하나는 부부

간 증여를 받은 경우이다.231) 세 번째는 pro herede 유자를 축출하고서 유를 

225) 이 사안을 위한 법무관 고시(Ed. XXXVIII § 205)는 Lenel의 재구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FIRA I, p.372).
Praetor ait: “Qui fraudationis causa latitabit, si boni viri arbitratu non defendetur, eius 
bona ex edicto possideri proscribi venirique iubebo.”

226) 이에 관해서는 최병조 II, 116f.
227) Bas.9.6.7.18 (Heimbach I, p.468):

Si a te hereditatem petam et latites, in possessionem mittor earum rerum, quas vel 
pro herede vel tamquam impudens possessor possides. Sed si dolose versatus es, 
etiam bona tua venduntur.

228) Lenel I, Celsus fr. 201 (p.159).
229) 일반적으로는 악의의 점유 상실은 점유의 유지로 의제되었다. 

D.50.17.150 Ulpianus 58 ad edictum. 
Parem esse condicionem oportet eius, qui quid possideat vel habeat, atque eius, cuius 
dolo malo factum sit, quo minus possideret vel haberet. 

230) D.41.3.33.1 Iulianus 44 digestorum.
… si quis emerit fundum sciens ab eo, cuius non erat, possidebit pro possessore: …

231) Iul.-Ulp. D.5.3.13.1 cit. (전술 I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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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 경우이다.

D.5.3.16.4 Ulpianus 15 ad edictum.232)

Iulianus scribit, si is, qui pro herede possidebat, vi fuerit deiectus, peti ab eo 

hereditatem posse quasi a iuris possessore, quia habet interdictum unde vi, quo 

victus cedere debet:233) sed et eum qui deiecit petitione hereditatis teneri, quia 

res hereditarias pro possessore possidet.234)

(율리아 스는 (<학설집> 제6권에서235)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상속인

으로서’ 유했던 자가 폭력으로 축출되면 그로부터 상속재산이 권리의 유자로

서 반환청구될 수 있는바, 왜냐하면 그는 부동산 유회복(unde vi) 특시명령을 가

지기 때문인데, 그는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이것[=특시명령]을 

(진정상속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236) 그러나 축출한 자도 상속재산회복

청구로써 책임을 지는바, 왜냐하면 그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들을 ‘ 유자로

서’ 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37))

232) 해당 Bas.42.1.16.4 (Heimbach IV, p.201)은 마지막 문장에서 pro possessore 언급이 
빠진 것 외에는 원 개소와 대동소이하다.

233) D.5.3.40.2 Paulus 20 ad edictum.
Actiones si quas possessor nanctus est, evicta hereditate restituere debet, veluti si 
interdictum unde vi, aut quod precario concessit.

234) 同旨 D.4.2.14.2 Ulpianus 11 ad edictum
… quoniam pro possessore qui vim intulit possidet …

235) Ulp. D.5.3.16.2; Lenel I, Iulianus fr.78 (p.329).
236) 율리아누스는 다른 곳에서도(D.5.3.16.7; D.5.3.34.1; D.5.3.35) 상속재산이나 그 귀속물

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일정한 자의 경우에 그가 점유자를 상대로 관련 소권
을 가지면 이 자를 ‘권리의 점유자’라고 성격 규정짓고는 그를 상대로 하는 상속재산
회복청구를 인정하는데, 이때 관련 소권을 청구자에게 양도하면 되는 것으로 구성하
였다(상세는 Müller-Ehlen, 253ff.). 가령 
D.5.3.16.7 Ulpianus 15 ad edictum.
Idem Iulianus scribit, si quis ex causa fideicommissi restituerit hereditatem vel 
singulas res praestiterit, peti ab eo hereditatem posse, quia habet condictionem earum, 
quae sunt ex ea causa solutae, et veluti iuris possessor est. Sed et si pretia rerum, 
quas distraxit, ex causa fideicommissi solvit, peti hereditatem ab eo posse, quia 
repetere potest. sed his casibus actiones suas dumtaxat eum praestaturum, cum et res 
exstant [et del. Schulting] potest petitor etiam per in rem actionem eas vindicare.
이러한 논리는 켈수스와 울피아누스에 의해서도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D.5.3.9; 
D.5.3.18.1). 이 문제에 관한 학설의 상황에 관해서는 Müller-Ehlen, 231f. n.41.

237) Müller-Ehlen, 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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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폼포니우스(130-180)도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 된 돈을 알면서 수

령한 자를 거론한다.

D.35.1.110 Pomponius 9 epistularum.238) 

Etiamsi invitis heredibus ex peculio statuliber pecuniam Titio det, liber quidem 

fit:239) sed Titius, qui invitis heredibus sciens accepit, pro possessore videtur eam 

pecuniam possidere, ut avocare eam hi, qui inviti fuerunt, possint.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특유재산으로부터 조건부 피해방자가 을 티티

우스에게 주는 경우에도 그는 참으로 자유인이 되지만, 그러나 상속인들의 의사

에 반하는데도 알면서 수령한 티티우스는 ‘ 유자로서’ 그 을 유하는 것으

로 인정되고, 그래서 반 의사 던 자들은 그 을 박탈할 수가 있다.)

 

(5) 안토니 스 피우스(138-161)와 마르쿠스 아우 리우스  루키우스 베루스 

공동황제(divi fratres) 치하(161-169)에 활동했던 베 이우스(Venuleius Saturninus. 

140-170)240)에 의하면 pro possessore 유자가 소유자와 합의하여 제공하는 자가 

허용하는 한 유하고 그의 隨意 로 回收가 인정되는 허용 유(precarium)241)를 

238) 해당 Bas.44.19.106 (Heimbach IV, p.451)도 중간부분에서 pro possessore 언급이 빠져 
있다.
Statuliber etiam invitis heredibus ex peculio dans, quod iussus est, liber fit, etiamsi 
accipientem non faciat dominum: quin etiam heredes id, quod datum est, vindicant.
Supplementum alterum, p.92의 해당 개소에는 적어도 ἅρπαξ (praedo)는 등장한다.
Qui sub condicione manumissus est vel invitis heredibus dando ex peculio nummos 
liberatur. quod si is qui accepit novit se invitis illis accipere, utpote qui iusta causa 
careat, sicut praedo (ἅρπαξ) possidet et auferuntur [res] ab eo.

239) Cf. D.40.7.20.1 Paulus 16 ad Plautium.
De illo quaeritur, si invito herede det aut nesciente, an faciat nummos accipientis. et 
Iulianus vere existimat ex hac causa concessam videri statuliberis alienationem 
nummorum etiam invito herede et ideo facere eos accipientis pecuniam.

240) Kunkel, 181ff., 특히 183 + n.135; Wieacker III, 103f.
241) D.43.26.1.pr-2 Ulpianus 1 institutionum. 

Precarium est, quod precibus petenti utendum conceditur tamdiu, quamdiu is qui 
concessit patitur. 
(1) Quod genus liberalitatis ex iure gentium descendit. 
(2) Et distat a donatione eo, quod qui donat, sic dat, ne recipiat, at qui precario 
concedit, sic dat quasi tunc recepturus, cum sibi libuerit precarium solvere.
Vázquez,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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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을 때에는 그의 유 자격이 precario 유로 바 다.242) 즉 그는 이제부터는 

법한 타인 물건의 握有者로서243) 유보호 특시명령의 의미에서는 ‘ 유자’이

지만, 사용취득의 격지 인 ‘자주 유자’가 더 이상 아니다.244)

D.43.26.22.pr. Venuleius 3 interdictorum.245) 

Si is, qui pro possessore possideret, precario dominum rogaverit, ut sibi 

retinere rem liceret, vel is, qui alienam rem emisset, dominum rogaverit: apparet 

eos precario possidere.246) Nec existimandos mutare sibi causam possessionis, 

quibus a domino concedatur precario possidere: nam et si id quod possideas 

alium precario rogaveris, videri te desinere ex prima causa possidere et incipere 

ex precario habere: …

(‘ 유자로서’ 유하는 자가 소유자에게 그가 그 물건을 보유하는 것을 허락

하도록 허용 유(로써 하는 유)를 요청하 거나, 타인의 물건을 매수한 자가 

(그 게) 소유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들은 허용 유로써 유한다는 것이 명백하

다. 왜냐하면 네가 유하고 있는 것을 네가 타인에게 허용 유(로써 하는 유)

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는 제1의 원인으로 유하기를 그치고 허용 유에 기하

242) 이 점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D.41.4.6.pr Pomponius 32 ad Sabinum. 
Qui, cum pro herede vel pro emptore usucaperet, precario rogavit, usucapere non 
potest: quid porro inter eas res interest, cum utrubique desinat ex prima causa 
possidere, qui precario vult habere? 

243) Ulp. D.43.26.6.3 cit. (위 주 33).
244) D.43.26.6.2 Ulpianus 71 ad edictum. 

Is qui rogavit, ut precario in fundo moretur, non possidet, sed possessio apud eum 
qui concessit remanet: nam et fructuarius, inquit, et colonus et inquilinus sunt in 
praedio et tamen non possident.

245) Bas.58.24.22.pr (Supplementum alterum, p.154):
Qui rem tuam possidet eamve a te emerit et rogaverit ut sibi habere liceret precario, 
non mutat causam possessionis, quippe qui a domino accepit. quod si alium rogaverit, 
ut sibi precario daret eandem rem, ex priore causa cessavit [possidere] et coepit 
precario habere. Et si cum possem rem meam a te vindicare, rogavero te eam mihi 
concedere, teneor tamquam precario eam possidens.

246) 점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도 현재의 점유자[時執者]에게 허용점유를 부여할 수 있
었다. 
D.43.26.18 Iulianus 13 digestorum. 
Unusquisque potest rem suam, quamvis non possideat, precario dare ei qui possid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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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지기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6) 가이우스(150-180)도 상속재산을 체로서든 개별물로서든 자기에게 속하

지 않음을 알면서 유하는 자의 유를 pro possessore의 형 인 로 언 한

다.247)

(7) 가장 많은 사료가 해지는 울피아 스(190-223)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력

을 행사한 자는 pro possessore로 유하는 것이고,248) 부부간 증여는 무효이므로 

이때에도 그 유는 pro possessore이다.249) 반면에 부재 인 타인을 한 의사로 

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추인이 거부된 후의 계속된 유가 아니라면 자신

을 한 무단 유가 아니다.250) 그러나 모데스티 스(210-250)에 의하면 상속재

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그 회복을 비 리에 약속하는 자는 여 히 무단

유자이다.251) 한편 다음 울피아 스의 개소는 pro possessore의 이해에 있어서 학

설상 다툼이 있었음을 보여 다.

D.5.3.13.8 Ulpianus 15 ad edictum.252) 

Si quis sciens alienam emit hereditatem, quasi pro possessore possidet: et sic 

247) Gai.4.144 ≒ Inst.4.15.3: … pro possessore is possidet, qui sine causa aliquam rem 
hereditariam vel etiam totam hereditatem sciens ad se non pertinere possidet. …

248) Ukp. D.4.2.14.2 cit. (위 주 234).
249) Ulp. D.41.2.16 cit. (위 주 213).
250) D.5.3.13.12 Ulpianus 15 ad edictum 

Si quis absentis nomine possideat hereditatem, cum sit incertum an ille ratum habeat, 
puto absentis nomine petendam hereditatem, ipsius vero nequaquam, quia non videtur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possidere, qui contemplatione alterius possidet: nisi 
forte quis dixerit, cum ratum non habet, iam procuratorem quasi praedonem esse: tunc 
enim suo nomine teneri potest.

251) D.5.3.46 Modestinus 6 differentiarum. 
Praedonis loco intellegendus est is, qui tacitam fidem interposuerit, ut non capienti 
restitueret hereditatem. 

252) Bas.42.1.13.8 + Schol. 10)(Heimbach IV, p.197):
Qui sciens alienam emit hereditatem, ut emptor, non autem quasi pro possessore 
possidens convenitur. Nemo enim praedo est, qui pretium numeravit. / Merito igitur 
ille non convenietur directa hereditatis petitione, quia pro possessore non possidet, sed 
utili hereditatis petitione convenitur, quia emptor universitatis est, sive quasi 
universitatis poss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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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 ab eo hereditatem quidam putant. Quam sententiam non puto veram: nemo 

enim praedo est qui pretium numeravit:253) sed ut emptor universitatis utili 

tenetur.

(어떤 자가 알면서 타인의 상속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는 말하자면 ‘ 유자로

서’ 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게 그로부터 상속재산이 청구될 수 있다고 어

떤 자들은 생각한다. 이 견해는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을 지

한 자는 구도 冒占者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체재산의 매수인으

로서 準訴權으로써 책임을 진다.)

이에 의하면 타인의 상속재산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에 다수의 법률가들은 pro 

possessore 유를 인정하 으나,254) 울피아 스는 이 견해에 반 하면서 을 

지 한 자는 걸코 무단 유자(praedo)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 체재산 매

수인으로서’(말하자면 pro emptore universitatis) 유하고, 그래서 상속재산회복청

구의 正訴權이 아니라 準訴權(actio utilis)으로 책임진다고 피력한다.255) 결론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되, 논증 면에서는 다른 것이다. 악의의 경우에 바로 pro 

possessore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었다면, 울피아 스는 악의만으로 이미 ‘이득

’(lucrativa) 행태임을 설시했던 이 통설의 입장256)을 그 용어의 실질  의미를 

되살려서 반 부가 있으면 ‘이득 ’이 아니라고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시도는 소권 처리상의 번잡함만을 래했을 뿐, 다른 실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디오클 티아 스 황제(284-305) 때의 법률가로 1983년 銘文이 발견되고서

야 근 장 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른257) 헤르모게니아 스(280-320)

의 경우에도 pro possessore 범주는 잘 알려져 있었다. 이에 따르면 유언을 무시

253) = D.50.17.126.pr Ulpianus 15 ad edictum: Nemo praedo est, qui pretium numeravit.
Fr.Vat. 1 (constitutio Rutiliana)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최병조 IV, 470 + n.84; 異
見 Behrends IV, 42.

254) Kaser II, 516 + n.11 m.w.N.
255) Kaser II, 516 + n.12 m.w.N.
256) 現傳하는 가장 오래 된 사료는 프로쿨루스의 개소이다: D.23.3.67 cit. (위 주 122). 

Cf. Dozhdev, 567 + n.46; 최병조 IV, 470 n.84..
257) Liebs II, 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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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별 인 권원에 기하여 상속재산을 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나 무단

유자와 달리 상속재산의 채권자인 수유자나 신탁수유자에 의하여 제소당하지 않

는다. 상속재산 자체의 유자가 아닌 까닭이다. 이 개소는 유언을 무시하고 무

유언 자격으로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자를 상 로 규율하 던 법무 고시258)에 

한 것이다. 

D.29.4.30 Hermogenianus 3 iuris epitomarum.259) 

Qui omissa causa testamenti pro emptore vel pro dote vel pro donato sive alio 

quolibet titulo, exceptis pro herede et pro possessore, possideat hereditatem, a 

legatariis et fideicommissariis non convenitur.

(유언의 원인을 무시하고 ‘매수인으로서’ 는 ‘嫁資物로서’ 는 ‘증여물로서’ 

는 다른 여하한 권원으로 ― 단 ‘상속인으로서’와 ‘ 유자로서’의 권원은 제외

된다 260)― 상속재산을 유하는 자는 수유자들과 신탁수유자들로부터 제소당하

지 않는다.)

(9) 칙법 에는 타인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 특별히 권원을 거명하지 않은 

채로 선의의 매수인과 악의의 매수인에 따라 법률효과를 교시하는 것들도 해

진다. 이것들은 기본 으로 고 법의 원칙을 확인시켜 다.

258) Ed. XXVI § 168 (FIRA I, p.365):
“Si quis omissa causa testamenti ab intestato hereditatem partemve eius possidebit 
dolove malo fecerit, quo minus possideret, causa cognita de legatis perinde actionem 
dabo atque si hereditatem ex testamento adisset.”

259) Bas.35.15.25 (Heimbach III, p.624):
Et de eo, si quis non quasi heres aut quasi praedo possideat, sed pro emptore, vel 
pro dote, vel pro donato, sive alio titulo.

260) 同旨 D.29.4.2.1 Ulpianus 7 ad Sabinum. 
Licet pro herede gerere non videatur, qui pretio accepto praetermisit hereditatem, 
tamen dandam in eum actionem exemplo eius, qui omissa causa testamenti ab 
intestato possidet hereditatem, divus Hadrianus rescripsit: proinde legatariis et 
fideicommissariis tenebitur. 
(1) Sed utrum ab eo erit incipiendum et sic ad heredem veniendum an convertemus 
ordinem? mihi videtur humanior esse haec sententia, ut possessor hereditatis prior 
excutiatur, maxime si lucrativam habet possessio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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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26.5.pr Gordianus (a.238).261)

Si partem possessionis mala fide possessor venumdedit, id quidem, quod ab 

ipso tenetur, omnimodo cum fructibus recipi potest, portio autem, quae distracta 

est, ita demum recte petitur a possidente, si sciens alienam comparavit vel bona 

fide emptor nondum complevit usucapionem.262) 

( 유물의 일부를 악의의 유자가  경우 그가 보유하는 것은 모든 에서 

果實과 더불어 반환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매각된 몫은 다음 경우에만 유자

[時執者]로부터 정당하게 청구되는바, 즉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샀거나 아니면 

선의 매수인이 아직 사용취득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말이다.)263)

C.5.73.1 Gordianus (a.238).264) 

Si ea, quae in iura tutoris hereditario titulo successit, possessionem tuam 

261) 해당 Bas.50.4.18 (Heimbach V, p.67)는 원 개소의 단순한 ‘악의 점유자’를 ‘폭력탈취
자’로 바꾸면서 다른 사정을 개입시킴으로써 원 개소의 이해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
고 있다.
Si quis per vim agrum alicui ademit, partemque eius vendidit, et id, quod ipse retinet, 
cum fructibus repetitur, et illud, quod vendidit, usucapi non potest, sed recte petitur. 
Sed si vis facta non est, pars vendita recte petitur, si emptor nondum usucepit.

262) 同旨 C.3.32.4 Gordianus (a.238).
Adversus eos, qui a malae fidei possessoribus fundum bona fide comparaverunt, ita 
tibi actio competit, si prius, quam usucapionem implerent vel longae possessionis 
praescriptionem adipiscerentur, dominium ad te pervenerit. 

263) 참고로, 294년 이후에는 악의점유자의 매각처분이 절도로 취급되었으므로 선의 점유
자도 사용취득이 불가하였다.
C.7.26.7 Diocletianus/ Maximianus (a.294). 
Sciens servum alienum citra domini voluntatem venumdans furtum committit. Quod rei 
vitium, priusquam ad dominum eius revertatur possessio, non permittit usucapionem 
fieri, licet bona fide possideatur.

264) 해당 Bas.10.4.60 (Heimbach I, p.515f.)는 앞머리에 사안의 개요를 추가하였다. 
Tutor decessit muliere quadam herede relicta. Haec fundum pupillarem distraxit: 
emptor autem longo tempore eum possedit. Minor Principem adiit, desiderans fundum 
vindicare neque opponi sibi longi temporis praescriptionem. Et Princeps ei ita 
rescribit: Si quidem mulier sic fundum vendiderit, sciens eum ad te pertinere, et 
emptor mala fide accepit, qui rem alienam ab ea, quae ius distrahendi non habebat, 
comparavit, tempus ei nihil prodest. Si vero mulier ut suum distraxit, et emptor bona 
fide emit, potest dominium eius adipisci, si post perfectam aetatem tantum temporis 
lapsum sit, quantum ad longi temporis praescriptionem suf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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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idit, si ut pupillarem distraxit, emptor, qui sciens a tutoris herede mercatus 

est, cum officium morte finiatur, alienam rem comparando de temporis intervallo 

nullam potuit adquirere defensionem: si vero ut suam distraxit ignoransque rem 

alienam emptor comparavit, neque statim per traditionem possessionis dominus 

effectus est, sed tantummodo adversus te statuti temporis, cum te legitimae 

aetatis esse non diffitearis, potest uti praescriptione.

(후견인의 권리들을 상속의 권원으로 승계한 여자가 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 

피후견인 재산으로 매각했으면 알면서 후견인의 상속녀로부터 산 매수인은 (후견

인의) 직무는 사망으로 종료하므로265) 타인의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時效 기간에 

하여 아무런 방어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기 재산으로 매각

했고 타인의 물건임을 모르면서 매수인이 샀다면 유의 인도로써 즉시 소유자

가 된 것이 아니고,266) 다만 를 상 로, 네가 법정의 연령(성년)에 달했음을 부

인하지 않으므로,267) 정해진 기간의 시효 항변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268) 

3세기 말 이후의 칙법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신탁수유자가 어머니의 상속재산

을 유한 경우 아들이 불륜유언이라고 다투는 때에는269) 그 신탁수유자의 유

265) 同旨 C.2.18.17 Diocletianus / Maximianus (a.293).
Curatoris etiam successores negotiorum gestorum utili conventos actione tam dolum 
quam latam culpam praestare debere nec ad eos officium administrationis transire 
ideoque nullam alienandi eos res adultae potestatem habere convenit.

266) D.41.1.20.pr Ulpianus 29 ad Sabinum. 
Traditio nihil amplius transferre debet vel potest ad eum qui accipit, quam est apud 
eum qui tradit. si igitur quis dominium in fundo habuit, id tradendo transfert, si non 
habuit, ad eum qui accipit nihil transfert. 

267) 원소유자가 미성년인 동안의 기간은 상대방의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즉 그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였다.
C.7.35.3 Diocletianus/ Maximianus (a.290).
Non est incognitum id temporis, quod in minore aetate transmissum est, in longi 
temporis praescriptione non computari. Ea enim tunc currere incipit, quando ad 
maiorem aetatem dominus rei pervenerit.

268) 同旨 C.5.74.2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Si sine decreto praesidis praedia tua a tutore tuo alienata sunt nec speciali 
confirmatione vel, si bona fide possessor fuisset, statuti temporis excursu id, quod 
perperam est actum, fuerat stabilitum, praeses provinciae possessionem in ius tuum 
retrahet.

269) 이 시기에는 모든 소송의 종류가 비상심리절차로 흡수된 이후로 동⋅서로마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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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ro herede 는 pro possessore로 단되었다.270) 그리고 상속재산회복청구자, 

pto herede 는 pro possessore 유자를 상 로는 장기시효의 항변을 할 수가 

없었으나,271) 상속과 무 한 개별 권원에 기한 유자를 상 로는 그러한 항변이 

가능하 다.272) 그러나 이미 이것들은 usucapio의 고 인 모습과는 달라진 양

상의 법을 반 하는 것이다. 이 후  법에 따르면 pro possessore나 pro herede 

유자의 경우에는 ― 原告가 유권원을 밝히고  입증책임을 부담했던 일반

인 경우들273)과 달리 ― 被告가 자신의 유의 권원을 밝 야만(dicere)274) 하

서 불륜유언취소의 訴(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는 상속재산회복청구와 합체되었
다. Kaser II, 516 bei n.11.

270) C.3.28.1 Severus/ Antoninus (a.193).
Cum de inofficioso matris suae testamento filius dicere velit adversus eum, qui ex 
causa fideicommissi hereditatem tenet, non est iniquum hoc ei accommodari, ut 
perinde fideicommissarius teneatur, ac si pro herede aut pro possessore possideret.
Brunnemann II, ad h.l. (p.264): “quia Fideicommissarius loco scripti heredis est”; 
Kaser II, 516 n.11.

271) 10년 내지 20년의 장기시효가 아니라 30년의 최장기시효(longissimi temporis prae-
scriptio)가 적용된 것이다. Brunnemann II, ad C.3.31.7 n.6 (p.282); ad C.7.34.4 n.1 
(p.855f.).

272) C.7.34.4 Diocletianus/Maximianus. 
Hereditatem quidem petentibus longi temporis praescriptio nocere non potest. verum 
his, qui nec pro herede nec pro possessore, sed pro emptore vel donato seu alio 
titulo res quae hereditariae sunt vel fuerunt possident, cum ab his successio vindicari 
non possit, nihil haec iuris definitio noceat.   
C.3.31.7.pr-1. Diocletianus/ Maximianus. (a.294).
Hereditatis petitionem, quae adversus pro herede vel pro possessore possidentes 
exerceri potest, praescriptione longi temporis non submoveri nemini incognitum est, 
cum mixtae personalis actionis ratio hoc respondere compellat.
(1) A ceteris autem tantum specialibus in rem actionibus vindicari posse manifestum 
est, si non agentis intentio per usucapionem vel longum tempus explosa sit.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전법을 복원시킨 유스티니아누스법과 다른 규율이었다. Kaser 
II, 545 n.9 m.w.N.

273) C.4.19.2 Antoninus (a.215).
Possessiones, quas ad te pertinere dicis, more iudiciorum persequere. Nec enim 
possessori incumbit necessitas probandi eas ad se pertinere, cum te in probatione 
cessante dominium apud eum remaneat 
C.4.19.23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Actor quod adseverat probare se non posse profitendo reum necessitate monstrandi 
contrarium non adstringit, cum per rerum naturam factum negantis probatio nulla sit.
Edictum Theodorici 132:
Qui possessor ad iudicium venit, non est cogendus dicere unde tenet, nec onus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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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275) 

C.3.31.11 Arcad./ Honor. (a.396) ≒ CTh.11.39.12 [=Brev.11.14.6].

Cogi possessorem ab eo qui expetit titulum suae possessionis edicere incivile 

est praeter eum, qui dicere cogitur, utrum pro possessore an pro herede 

possideat.

( 유자가 청구하는 자에 의하여 자신의 유의 권원을 밝히도록 강제되는 것

은 법에 맞지 않지만, ‘ 유자로서’ 유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유하는

지 말하도록 강제되는 자는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도록 강제되는 자’란 法廷訊問(interrogatio in iure)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 피고가 상속인인지,  상속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질문이야

말로 피고 격을 확인하기 해 이미 법무  면 에서 행해졌던 法廷訊問 제도

의 출발 이었다.276) 

IV. 맺음말

이상으로 로마법상 사용취득의 권원 에서 일반 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pro suo와 그 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pro possessore를 다루고 있는 법사료

를 거의 망라 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반 으로 잘 알려진 권원들은 거

debet probationis imponi: quia hoc magis petitoris officium est, ut rem quam repetit, 
doceat ad se pertinere.
(점유자로서 소송에 이른 자는 무슨 사유로 가지고 있는지 말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되고, 그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반환청구하는 물건이 자신
에게 속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274) Brunnemann II, ad h.l. n.2 (p.283): “allegare.”
275) Kaser II, 292 n.10 m.w.N. 
276) Cf. D.11.1.1.pr-1 Callistratus 2 edicti monitorii; D.11.1.2/4 Ulpianus 22 ad edictum; 

D.11.1.3 Paulus 17 ad edictum. 상세는 Kaser/Hackl, 252ff. 해당 법무관고시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되고 있다(Kaser/Hackl, 262 n.10): “Qui in iure interrogatus, an heres vel 
quota ex parte sit, responderit, in eum ex sua responsione iudicium dabo.” 이 개소에 
관한 상세는 Spengler, 15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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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법률행 에 기 한 승계취득 인 것이었던 반면에, 고찰의 주된 상이었던 

pro suo는 특별한 권원의 표시로서는 자를 제외한 일체의 (특별히 명명되지 않

은) 권원을 포 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권원이 인정될 때 그 상황을 부연하여 확

인하는 기능의 일반 인 어법도 알려져 있었다. 특히 종래 많이 다투어진 쟁 이 

과연 誤想權原으로도 사용취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 는데, 논의의 과정에서 로

마의 법률가들이 pro suo의 경우에 한하여 오상권원을 인정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가들 에서는 유독 폼포니우스의 경우 아직 개념 인 확실성이 분

명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면 승되어 존하는 사료의 양 , 질  

한계 탓인지도 모른다. 

그밖에 바실리카 법 의 승은 구체 인 권원의 표시 부분들이 그리스어로의 

번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비잔틴법에 이르면 당

시 법의 상을 반 하면서 체로 취득시효의 권원에 큰 심이 없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바실리카 법 에 기 한 14세기의 그리스법 편람인 

Harmenopoulos (1320-1383)의 <六卷法書>(Hexabilbos, Πρόχειρον τω̃ν νόμω̃ν)의 

해당 조항에 그 로 반 되었다. 기본 으로 시효기간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로 규정되면서 더 이상 법의 심은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는 취득의 요건이 아

니었고, 그래서 유자의 선의나 악의조차도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277) 그런데 권원에 한 무 심은 근자에 (원래 

속주 토지에 련된) longi temporis praescriptio와 구별되는 (이탈리아 토지에 

련된) longi temporis possessio의 존재를 주장한 한 연구자의 소견278)을 받아들인

다면 이미 2세기말에서 늦어도 3세기 첫 10년 에(Tryphoninus),279) 어쩌면 2세

기 엽에 이미(Iulianus)280) 알려졌다는 ― longi temporis praescriptio보다 

277) Harmenopulos, Hexabiblos 1.2.7ff. (Heimbach, 54ff.).
278) Hamza, 189ff. 이 문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을 요하지만, 관련 사료 자체가 거의 없

고, 관련 용어들이 서로 착종되어 있어서(가령 Inst. 2.6.pr: ‘longi temporis possessio’  
= longi temporis praescriptio) 원천적으로 일정한 한계 또한 없을 수가 없다.

279) D.23.5.16 Tryfoninus 11 disputationum. 
Si fundum, quem Titius possidebat bona fide longi temporis possessione poterat sibi 
quaerere, mulier ut suum marito dedit in dotem eumque petere neglexerit vir, cum id 
facere posset, rem periculi sui fecit: nam licet lex Iulia, quae vetat fundum dotalem 
alienari, pertineat etiam ad huiusmodi adquisitionem, non tamen interpellat eam 
possessionem, quae per longum tempus fit, si ante, quam constitueretur dotalis fundus, 
iam coeperat. plane si paucissimi dies ad perficiendam longi temporis possessionem 
superfuerunt, nihil erit, quod imputabitur mar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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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capio에 더 가까웠다는 ― longi temporis possessio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

다.281) 종래 이해되어 온 바로서의 longi temporis praescriptio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iustus titulus)이 요건이었는지를 단하기에는 사료  기 가 미약할 뿐 아

니라, titulus 신에 흔히 ‘정당한 개시’(iustum initium) 등으로 표 된 요소가 

bona fides를 포함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와 동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의 것이었는지도 모두 불확실하다.282) 어 든 장기의 유로써 권원의 원용

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권원의 완 한 입증은 필요 없게 할 수 있었

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283) 권원의 비 이 감소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한편 사료에 따라서는 승된 상태로는 난해한 것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수정

비 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검토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승된 상태 로 이해해 

보려고 하 다. 그밖에도 개소 하나하나가 보다 면 히 검토해야 할 많은 내용들

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주제의 측면에서 제한된 검토만을 하 음을 

부기해둔다. 그밖에는 로마법 연구자들의 로마법 이해방식에 발되어 로마법학

의 법학으로서의 독특성을 몇몇 측면에서 부각시키는 작업도 얼마간 수행하 다. 

<검토한 주요사료 목록> 

Digesta  D.6.2.7.2  D.41.3.32.pr  D.41.10.2 Codex
 D.5.3.11.1  D.23.3.67  D.41.3.46  D.41.10.3.pr  C.3.31.11
 D.5.3.12  D.29.4.30  D.41.3.48  D.41.10.4.1  C.5.73.1

 D.5.3.13.pr  D.35.1.110  D.41.4.2.1  D.41.10.4.2  C.6.29.3.pr-1
 D.5.3.13.1  D.41.2.3.4  D.41.4.2.16  D.41.10.5.pr  C.7.26.5.pr
 D.5.3.13.3  D.41.3.5  D.41.9.1.2  D.41.10.5.1
 D.5.3.13.8  D.41.3.13.1  D.41.9.2  D.42.4.7.18 Fr. Vaticana
 D.5.3.16.4  D.41.3.13.2  D.41.10.1.pr  D.43.26.22.pr  FV.111

 D.6.2.4  D.41.3.27  D.41.10.1.1  D.47.2.68.pr  FV.260

280) D.12.2.13.1 Ulpianus 22 ad edictum.
Iulianus ait eum, qui iuravit fundum suum esse, post longi temporis praescriptionem 
etiam utilem actionem habere debere. 
Hamza, 190f.: [longi temporis praescriptionem]<longi temporis possessionem>.

281) Hamza, 194; 198 n.29.
282) Nörr, 85ff.
283) Nörr, 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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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조 IV에서 검토한 주요사료 목록> (마지막 숫자=면)

Digesta D.41.3.27 471 D.41.4.7.4 459 D.50.16.109 455 Institutiones
D.5.3.20.12 456 D.41.3.33.1 481 D.41.4.11 476 2.6.11 479
D.18.1.27 455 D.41.3.44.4 482 D.41.8.4 473 Codex Fr. Vaticana

D.41.3.10.pr 459 D.41.4.2.6 473 D.41.10.5.1 475 C.7.27.3 479 FV.1 464

투고일 2009. 8. 8   심사완료일 2009. 9. 11   게재확정일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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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itles of Usucapio in Roman Law (II)
― Pro suo and Pro possessore ―

284)

Byoung Jo Choe*

This paper deals with the titles (tituli) of usucapio in Roman law, especially 

pro suo and pro possessore, which have been until now no object of concern 

among the Korean scholars. Title means a legally recognized method (iusta 

causa) of transferring or otherwise acquiring ownership. The derivative type, 

covering any juristic act apt to transfer the ownership, includes purchase (pro 

emptore), gift (pro donato), dowry (pro dote), legacy (pro legato), solution of 

debt (pro soluto), etc. The type for original acquisition includes occupation, 

specification, discovery of treasure-trove, etc. Pro suo-title was used in two 

ways. Once it endorses the situation already confirmed by other title (pro suo 

generalis). Pro suo-title qua specialis is a comprehensive term for all other cases 

of titles without own name, especially including the type for original acquisition.  

The cases of the so-called putative title, of which we must define precisely what 

it means exactly, occur only when the pro suo-title comes in question. Among 

the Roman jurists, only Pomponius seems to be precarious of the pro suo-title, 

but for a reasonable judgment we perhaps have no firm footing from a reliable 

source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The Basilica text shows that the 

Byzantine law had, as a matter of law, in principle no more genuine interest in 

the title issue. Pro possessore stands for all possessors who are without 

legitimacy to usucapere.

For the rest, I tried to show the characteristical traits of the Roman 

jurisprudence in the classical and the preclassical period which are typically 

misunderstood even by the contemporary Roman law scholars. It is not in the 

context of a case law that the Roman jurists developed their doctrine of pro suo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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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capio, but in real consequence of their conscious legal theories, based on the 

Greek philosophy, but creatively refined to a great extent for the practice in 

order to meet respectively the challenges of their ages. Their articulation of legal 

science was such an enormous success that it spread over Europe and reached 

us, too.

Key words: acquisitive prescription, possessio, pro possessore, pro suo, putative 
title, Roman law, title, titulus, titulus putativus, usus, usucap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