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이 글은 자유인 매각 계약에 관하여 로마법과 전통 조선의 법을 비교한 것이다. 

이 계약은 원래 자유인/良人이 스스로 매각되어 노예/노비가 되는 自賣계약을 가리

키지만, 넓게는 근친, 특히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파는 것까지 그렇게 부른다. 

또한 팔리는 자가 신분을 속이고 제3자를 매도인으로 삼아 스스로를 파는 계약 

유형도 있다. 로마법은 뒤의 두 유형을, 조선의 법은 앞의 두 유형을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 관한 한, 자유 신분의 상실이 갖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래의 연구는 주로 사회

사 내지 경제사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自賣의 법률효과는 보통 팔린 자의 자손에게

까지 미쳤다. 이러한 가혹한 효과는 관계당사자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묵인되었다.

로마와 조선의 상이한 법적 규율은 어떤 점에서는 로마의 노예와 조선의 노비가 상이

한 법적 지위를 가졌던 것에 기인한다. 노예는 거의 물건이었고, 권리주체성이 부인되

었다. 반면에 노비는 양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재산법 및 가족법상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로마법이 조선의 법보다 自賣계약을 용인하는 데 더 엄격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만으로 두 법체계의 상이한 태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로마

의 법문화는 자유 존중이라는 법인간학의 기본적 관점을 견지한 채 법적 관점에서 

세부적인 규율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의 법은 국가도 극복하기 힘들었던 불가

피한 물질적 곤경이라는 당시의 현실 조건에 양보했고, 대기근으로 유발된 내키지 

않는 일련의 정책 속에서 自賣계약을 인정하였다. 법적 논변은 우선적인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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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지원하는 법학방법론에 관한 공동연구의 일환

으로 작성된 것이다. 법학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말하자면 논자

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관점이 가능할 것이다. 어느 한 법질서의 내재적 관점에서

만 보자면 가장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일찍이 Jhering (1818-1892)이 밝혔듯이 법규

범에 대한 경제적인 습득 방법과 습득한 법규 지식의 경제적인 적용 방법에 초점

을 두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1) 더 나아간 논의의 필요성은 한 법질서의 자기 정체

성에 대한 의식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는 경우에 긍정되는데, 이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에서 드러난다. 하나는 현존 법질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법학방법론

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조명하고 그 귀결로써 현재의 법질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키는 방향이다. 전형적인 예가 Franz Wieacker (1908-1994)의 �近世私法史�이다. 

그는 서양의 私法學이 발전해 온 궤적을 ‘법의 학문화⋅합리화’, ‘법 문법의 습득’, 

‘방법론적 쇄신의 간헐적인 분출의 역사’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명함으로써 

서양법의 정체성과 특질에 대한 인식 일반을 심화시켰다.2) 이러한 時계열적 자기 

인식의 심화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재적 맥락의 심화일 뿐이다.3) 보다 진정

1) Jhering, 322ff.; Choe, 133ff., 특히 149ff.
2) 이러한 흐름에 충실한 방법론 연구로는 남기윤, 법학방법론: 기 이론⋅방법론의 역사

⋅비교법학방법론⋅한국 사법에 한 유형론  방법론의 용(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었고, 오히려 흔히 효도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自賣행위의 도덕적 정당화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팔린 자의 처지는 조선왕조 마지막 시기까지 매우 취약했고, 그 결과 

19세기 말 내려진 고종의 自賣노비 보호를 위한 개혁조치에서도 여전히 소유주의 

이익보다 뒷전이었다.

로마와 조선의 비교는 일방 기아와 같은 큰 재앙은 누구든 자신의 자유를 생존을 

위하여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인간조건에 속한다는 사실과, 타방 한 법질서는 언제

나 필연적으로 미흡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현실에의 대응에 있어서 부단히 

변해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법질서의 이러한 대응은 그 자체의 법인간학에 의

하여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법학방법론은 항상 인간 삶의 현실 인자들을 고려

하고 또 재고려해야 하며, 그 법질서의 법인간학이 발전시킨 인간상에 따라서 인간의 

행태를 이들 현실 인자들에 조율해야만 한다.

주제어: 노비, 노예, 로마법, 법문화, 법학방법론, 自賣계약, 자유인 매각, 조선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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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 인식의 심화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인데, 바로 비교

법의 차원이 그러한 맥락을 형성한다. 

무릇 비교법은 비근한 문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식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法系를 같이하는 법질서 사이의 비교(가령 

독일법계인 독일법, 일본법, 한국법의 비교)에서는 대체로 개별 법제도나 법규정 

등에 대한 법기술적인 대안의 비교가 대종을 이루게 된다. 그만큼 더 근원적인 문

제에 있어서는 공유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全 지구화하는 세계에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法系를 달리하는 법질서 사이의 비교는 단순히 

법규의 비교가 아니라 그 기저의 법의 작동기제 자체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그에 따

르는 기능적 접근법을 더욱 요구하게 된다(가령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의 비교). 

법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법계들(가령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에서도 이 차원

에서 비교로 상당 부분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반면에 역사 전통과 그

에 수반하여 발전해 온 법문화를 전혀 달리하는 법질서들(가령 동아시아 전통법계, 

이슬람법계, 유럽법계의 비교) 사이에서는 법 개념과 법적 사고방식에서부터 법문

화의식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상호 이질적인 인자들이, 근대 이후 西勢東漸의 결과

로 유럽 바깥 지역이 유럽의 법을 수용하면서 법질서 내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

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변에서 작용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저해하는 경우가 나

타나고 있고, 그만큼 비교법의 과제도 개별 법규나 법제도의 단순 기술적 내지 기

능적인 비교를 넘어서 법문화 전반의 토양과 底流(법관념, 사고방식, 인간관 등)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되어 왔다.4) 한 집단의 구성원은 일정한 근본적인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근대화’라

든가 또는 ‘유교문화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하는 話頭에 이미 반영되었다. 이곳에

서는 일단 법문화를 John Bell이 규정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출발한다.

legal culture as “a specific way in which values, practices, and concepts are 

integrated into the operation of legal institu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legal text”5)

법문화란 “가치들, 실천행위들, 그리고 개념들이 법제도의 작동과 법텍스트의 해

석으로 통합되는 특정한 방식”이다.

3) 이와 관련하여 특히 Van Hoecke, 423ff.의 비판적 고찰 참조.
4) 이와 관련한 방법론적 논의로는 가령 Hall/Ames, 79ff.; Husa, 197ff. (“a certain kind of 

mental base”); El Karount, 229ff.
5) John Bell, “English Law and French Law － Not so Different?”, Current Legal Problems 

(1995) 48 (Part 2), 63-101, 69 at 70 (Van Hoecke/Warrington, 4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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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문화의 비교6)라는 목표 하에 조선과 고대 로마에서의 어떤 법현상을 

비교해 보려는 시도이다. 굳이 규정하자면 비교법사학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실정법질서를 대상으로 삼을 때 불가피하게 취해야 하는 엄격한 방법

론적 입장 대신에, 아주 넓게,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법학방법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법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성찰’로서 말이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법사학이나 비교법학적 작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고찰은 어떤 방법론을 전제하고 그에 기초하여 연역적으로 대상

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법적 소재의 의미맥락을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종합하여 그 한도 내에서 조선의 법질서가 지녔던 

일정한 법학방법론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어떤 현상을 고찰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

하다. 의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는 생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병리학이다. 예를 

들어서 민법의 일반이론은 생리학이고, 도산법의 이론은 병리학이다. 정상의 상태

에 대한 궁구가 전자라면, 비상의 상태에 대한 천착은 후자이다. 전자만으로 법의 

모습을 밝혀낼 수 있지만, 후자가 가세할 때 더욱 정치한 모습으로 법이라는 유기

체의 작동기제를 규명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과 로마를 비교함에 있어

서 이 글에서는 아주 비상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유인 매각계약을 소재로 삼았다. 

자유인 매각계약이란 글자 그대로 원래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유 신분의 

사람을 파는 계약이다. 그 결과 팔린 자는 자유 신분을 잃고 향후 일시적 또는 종

신으로 노비나 노예와 같이 신분적으로 구속된 지위로 전락하여 타인의 지배에 복

속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손마저도 그러한 부자유 내지 

반자유 신분을 세습하는 전근대사회의 법현상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팔리는 대

상에 따라서 스스로를 파는 좁은 의미의 自賣계약, 家長이 妻子나 子孫을 파는 넓

은 의미의 自賣계약, 팔리는 자가 신분을 속이고 제3자를 매도인으로 삼아 스스로

를 매각하게 하는 계약의 세 종류가 존재하였다. 조선에서는 앞의 두 종류가, 로마

에서는 뒤의 두 종류가 알려져 있었다. 이하에서는 문맥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면 

편의상 짧게 ‘自賣’란 용어를 두루 사용한다.

自賣란 법적 효과의 맥락에서는 良人/자유인이 팔려서 남의 노비/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자유신분의 상실이

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다. 

6) 이의 방법론의 차원의 상세는 Van Hoecke/Warrington, 49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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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종래 우리나라의 自賣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 역사(특히 사회사)나 경제

사의 관점에서 분석작업을 시행했을 뿐, 법사학의 관점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분석

이 없는 형편이고, 특히 법학방법론이나 법문화의 차원에서 분석한 것은 전무하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흠결을 나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본래 조선 법제사에 대하여 문외한인 필자로서 모든 관련 사료를 섭렵하여 이 문

제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능력은 없다.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몇몇 기본적

인 사료들을 중심으로 법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거칠지만 로마법과 비교함으

로써 양 법질서의 상호규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할 뿐이다.

Ⅱ. 조선시대의 自賣

1. 조선시대의 自賣 현상

조선의 노비 거래를 연구한 이정수⋅김희호에 의하면 노비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690년 이후로 1678년 常平通寶의 본격적인 유통으로 시장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인 반면에,7) 그 중 自賣노비의 거래는 176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860년 이후로는 자신[自賣]이나 자녀[賣子]를 매각하는 자매노비 거래의 거의 전

부가 빈농층과 流民이 파는 주체였다고 한다.8) 이처럼 自賣노비란 생계가 어려워

진 양민이 개인이나 서원 등에 자신을 팔아서 된 노비를 말한다.9) 이들이 1689년

부터 노비 제도가 혁파되기 직전인 1893년까지의, 약 200년간 노비매매 거래 사례

를 수집하여 작성한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이에 의하면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전체 노비 거래 중 自賣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거래가 통계에 포착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自賣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히 드러난다.

7) 이정수⋅김희호a, 215, 178f.
8) 이정수⋅김희호a, 179, 194. 自賣 주체에 따른 상세는 박경a, 236ff. (특히 238 <표 1>; 

239 <표 2>; 240 <표 3>); 김재호, 18ff. (특히 19 표 4; 20 표 5). 또 自賣 대상 및 그 

성별⋅연령별 상세는 박경a, 243ff. (특히 244 <표 4-1> 및 <표 4-2>); 김재호, 21ff. (특

히 22 표 7, 23 표 8); 38 부표 1.
9) 김용만b,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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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노비매매 건수 自賣노비 매매 

비율(%)A B

전체 自賣 전체 自賣 A B

1689∼1710 * 0 36 0 * 0

1711∼1750 * 0 54 0 * 0

1751∼1790 165 13 41 5 7.8 12

1791∼1820 101 28 36 9 27.7 25

1821∼1860 93 5 48 3 5.3 6.4

1861∼1893 33 14 12 8 42.4 67

전 기간 392 60 227 25 15.3 11

※ A = 이정수⋅김희호b, 375f.; B = 이정수⋅김희호a, 213.

이 自賣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적지 않게 행해졌던 불법적인 壓良爲賤과 구별된다. 壓良爲賤은 良人을 강제로 

賤人인 노비로 만드는 행위로써 良人을 자기의 호적에 함부로 몰래 자기의 노비

라고 올려서 賤人으로 삼는 暗錄이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이러한 행위는 良賤制

의 기본 신분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대상이었으니, 이미 세조 

11년(1465)에 全家徙邊의 형벌을 제정했었고, 1543년 편찬된 大典後續錄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었다.10)

自賣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한 마디로 飢饉으로 먹고살기 힘들어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그 타개책으로 스스로나 처자식을 남에게 노비로 팔기로 한 것

인데,11) 이것은 제한된 농업생산력만으로 버텨야 했던 근대 이전의 모든 사회가 

公的 救災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비상시국에서 개개인이 자구책으로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12) 물론 飢民이 처한 곤경은 단순히 자연재

10) 임상혁, 158f.
11) 조선의 경우 기근과 自賣의 비례성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김재호, 12ff. (특히 13 그림 1).
12) 서양의 경우에도 自賣의 동기로 정확하게 이런 사정을 들었다. 전형적인 예:

코르도바 계약서집성(616∼620년간) Nr. 32 (Liebs (1), 198): 

Licet sanctione legum sit constitutum, tamen nullus pro sua voluntate suum statum 

deteriorat; sed quotiens prae legitimam quis suam portando personam necessitate vel 

miseria aliqua laborare videtur, sua causa constringitur de suum statum, qualem vult 

ferre iudicium, utrum meliorande an deteriorandi liberam habeat potestatem. (주의: 학교

라틴어 문법과 어긋나는 표현이 나옴)

(비록 법률들의 제재 하에 규정되었지만, 어쨌든 아무도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법적 

신분을 악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자가 이미 자신의 합법적인 신분을 지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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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탓만은 아니었고, 적지 않은 경우에는 苛斂誅求의 非理가 이를 심화시켰다.13)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14)

(1) 현개 12권, 5년(1664 갑진 /청 강희(康熙) 3년) 12월 30일(정해) 1번째 기사15)

◦모곡⋅부역 등의 폐단을 아뢴 함경 감사 민정중의 계문과 이에 대한 조정 논의

… 이에 앞서 함경 감사 민정중이 본도의 폐단에 대해 계문하여 진달하기를,16)

“본도는 변방 지역이어서 … 본도에는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매우 적어 신역(身役)의 

고통이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해 궁핍한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해서 처자식을 팔고 끝내는 자신까지도 팔며, 

자식을 낳으면 길에다 버리기까지 하는데도 오히려 신역을 낼 길이 없습니다. 찬

찬히 그 폐단이 일어난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가 고공(雇工)과 솔정(率丁), 토노비

(土奴婢)⋅국적(國糴) 등 네 가지 일에서 나왔습니다.

궁핍이나 어떤 慘狀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보이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한 

신분으로 구속되는바, 그가 신분을 개선하는[즉 자유 유지의] 자유로운 권능을 가질지 

또는 악화시키는[즉 자유 포기의] 자유로운 권능을 가질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든 그러하다.) 
13) 전경목, 144ff.는 自賣의 원인으로 흉년, 장례비용 마련, 還子[還上] 상환, 의탁, 부채 

상환, 흉년과 治病, 흉년과 장례, 흉년과 軍布, 흉년과 公私債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몸을 팔아서라도 부모의 장례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교적 孝 관념의 역할을 무시

할 수 없지만(박경a, 245f.; 전경목, 158ff.; 김재호, 12) 결국은 흉년 등으로 인한 극심

한 궁핍이 그 원인이었다. 同旨 김재호, 16ff. (특히 17 표 3); 박경a, 233.
14) 또한 참조: 광해 49권, 4년(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1월 14일(기유) 1번째 기사: 

사헌부가 행 호군 이응해를 사판에서 지우고 온양 군수 박동도를 파직하자고 청하다; 

영조 127권, 52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1월 1일(계유) 7번째 기사: 방백⋅

수령에게 선정을 펼치라는 영지를 내리다;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10월 9일(갑진) 1번째 기사: 관북 십진의 백성들에게 하유하다.
15) 顯改 12卷, 5年(1664年) 12月 30日

◦… 先是, 咸鏡監司閔鼎重啓陳本道弊瘼曰:

   本道乃是邊地, … 本道居民鮮少, 身役之苦, 尤倍於他道, 窮迫之民, 無以自救. 至于今日, 其

弊益極, 鬻妻賣子, 終至於自賣其身, 生子棄路而猶不能給. 徐究其弊源之 所從, 則皆出於雇

工, 率丁, 土奴婢, 國糴四事. 蓋考雇工, 率丁之規, 則在昔防邊之日, 野人侵擾無時, 邊邑不

分冬夏, 城守以待. … 所謂土奴婢者, 乃土着人奴婢也. 本道流例, 稱以國初事目, 土奴婢則

雖至百口, 勿定官役, 優遊自在, 而視其奴婢與雇率, 同一樣虐使. 所謂國糴之弊, 臣已於

前狀備陳. 許多國穀分糶之際, 一戶所受, 多至七八十石, 少不下三四十石. 富民則懇訴邑官, 

不受元糶, 而待秋只納耗數, 以除受納之費. 貧民則迫於目前, 依數受糶, 到秋無田可收, 初

年先賣其子女, 二年三年則鬻妻賣身, 至於限終身及其所生, 而尙不能盡充其所糴之數. 臣意

欲望朝廷盡罷雇率之法, 而只許正軍,束伍給保, 各堡土卒, 雖是軍兵, 居在信地, 亦不給保, 

土奴婢, 除家內仰役者外, 亦許編軍. 則庶可少革毒虐殘酷之習, 得救窮民迫死之命. 至如國

糴變通事, 曾與別遣重臣, 反覆相議, 必已陳達於復命之時, 宁竢指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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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고공과 솔정의 규례에 대해 고찰해 보니, 예전에 변방을 방비하던 때 야

인들이 수시로 침입해 와 소란을 피우므로 변방 고을에서는 여름이나 겨울 할 것

없이 성(城)을 지키면서 대비하였습니다. …

이른바 토노비(土奴婢)란 것은 바로 토착인 노비입니다. 본도의 전해 내려오는 

규례에, 국초에 정해진 사목이라 하면서 토노비의 경우에는 1백 구(口)가 넘더라

도 관가의 역(役)에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데, 그 노비를 고공, 솔

정과 다름없이 마찬가지로 혹독하게 부립니다.

이른바 국적(國糴)의 폐해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전에 올린 장계에서 모두 말하였습

니다. 허다한 국곡(國穀)을 나누어 줄 즈음에 한 호당 받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70∼80석

이나 되고 적은 경우에도 30∼40석을 밑돌지 않습니다. 부유한 백성은 고을 관원에

게 간청하여 원조(元糶)를 받지 않고서 가을이 되어서는 단지 모곡(耗穀)*의 숫자만을 

내어 수납(受納)하는 비용을 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눈앞에 다급하여 

숫자대로 다 조곡(糶穀)**을 받았다가 가을이 되어서는 낼 길이 없어서 첫해에는 

먼저 자식을 팔고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아내를 팔고 자신을 팔며, 심지어는 자신의 

대는 물론 자식 대까지 되어도 오히려 적곡의 수효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에서 고공과 솔정의 법을 모두 혁파하고 단지 정군(正軍)

과 속오군(束伍軍)에게만 보인(保人)***을 주는 것을 허락하며, 각보(各堡)의 토병

은 비록 군병이기는 하지만 주둔지에 살고 있으니, 역시 보인을 주지 않으며, 토

노비는 집안에서 뿌리는 자 외에는 군사에 편입하도록 허락하였으면 합니다. 그러

면 거의 잔학하게 혹사시키는 습속을 없앨 수 있어서 궁한 백성들의 다 죽어가는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적을 변통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별도로 

파견한 중신(重臣)과 반복하여 상의하였으므로 반드시 복명(復命)하는 날에 모두 

진달하였을 것이니, 지휘를 기다리겠습니다. …” 하였다. ….

* 각 고을 창고에 저장한 양곡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했다가 추수 후 받아들일 때 말

[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10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

** 還上 제도에서 봄에 각 고을의 社倉에서 창고에 있는 곡식의 半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얹어서 받아들이는데, 조곡은 봄에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일.

*** 軍保로 保米나 保布를 상납할 의무가 있는 사람. 

(2) 승정원일기 658, 영조 3년(1727) 10월 30일(임자)16)

성창 유학 곽붕세의 상소: … 작년에 경상감사가 조정의 지시를 빙자하여 4년간 

16) ◦ 咸昌幼學郭鵬世疏曰, … 昨年嶺伯, 憑藉朝令, 催捧四年舊糶於今年四月之前, 大抵

昨年, 兼遭水旱之災, 若干秋穀, 蕩盡於新糴營錢之應, 而許多舊糴, 更督於開春四月之

前, 催督之令, 急於星火, 刑訊狼藉, 列邑殘氓, 不得自保, 或自賣其身, 而夫妻相離, 

父子相失, 此豈人情之本然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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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했던) 묵은 환곡을 금년 4월 이전까지 받아내도록 독촉했습니다. 작년에

는 수재와 旱災가 겹쳐 당하여 (백성들이 곡식을 거의 거두지 못했으며 그나마 

거두어들인) 약간의 가을 곡식은 새로 배분했던 환곡과 營錢을 납부하느라 바닥

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묵은 환곡을 봄이 시작하는 4월 이전에 거두어들

이도록 (감사가) 다시 독촉하니 (각 고을마다) 독려하는 명령이 성화와 같이 급하

고 刑杖을 낭자하게 시행하니 여러 고을의 힘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지탱하지 못

하고 혹은 몸을 스스로 팔며[自賣] 부부가 서로 이별을 하고 부자가 서로를 잃어

버리니 어찌 본연의 인정이겠습니까?17)

(3) 정조 47권, 21년(1797 정사 /청 가경(嘉慶) 2년) 9월 10일(병자) 3번째 기사18) 

◦백성을 못살게 군 정은상과 한사진을 조사하게 하여 한사진을 유배하다19)

19)

지평 박재덕(朴載德)이 상소하기를,

“… 고을에 사는 전 광양현감(光陽縣監) 한사진(韓師鎭)이 새로 남쪽 고을로부터 

임기가 차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것을 이용하여 쌀과 돈으로 남녀 

50여 명을 사 와서 종으로 삼았으니, 듣는 이치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본관(本官)의 도리로 볼 때 마땅히 본 고장으로 돌아가도록 권해야 했는데, 이

렇게 하지 않고 예사로 보고 사서 자기의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 한사진은 중하게 다스리는 동시에 그 종들은 모두 본도로 

17) 전경목, 161의 번역을 따름.
18) 正祖 47卷, 21年(1797年) 9月 10日(丙子) 3번째 기사

  ◦ 持平朴載德上疏曰:

   “… 邑中居前光陽縣監韓師鎭, 新自南邑瓜歸. 而乘其歉歲, 以米斗錢貫, 買來男女五十

餘名, 作爲僮僕, 聞者莫不駭愕. 其在本官之道, 宜使勸還本土, 而不此之爲, 看作例事, 

買作己物. 臣謂 … 師鎭重繩, 其僮僕, 竝令本道, 査實放還本土, 以慰南民.”

   批曰: “… 韓師鎭事, 誠有是也, 則其罪豈止於重繩而已乎? 常時之壓良, 其律至嚴. 忽

以歉歲民口, 勒買作僕之數, 至於半百名云者, 必有委折而然. 令廟堂, 嚴飭兩道道臣, 

別定査官, 親執嚴覈狀聞. 師鎭, 令該府, 嚴問捧口招.” 義禁府啓言: “韓師鎭供: ‘待罪

光陽時, 適値壬癸連匈, 道內流丐之自賣其身者甚多, 故給價買得, 及其遞歸, 自願隨

來者三十九名云.” 判曰: “荒歲饑民, 設欲自鬻其身, 名以官長, 焉敢生心於利其竇而

賭其售乎? 比之尋常壓良, 其罪不翅百倍. 況自其口自首者, 爲三十九名之多, 則其外

隱漏, 又不知爲幾十名. 爲先嚴刑一次, 該道遠地勿限年定配, 仍施禁錮之典. 光陽若

此, 他道亦可反隅. 豈非廟堂之嚴加察飭者乎?” 韓師鎭, 因義禁府議讞, 配興陽縣, 三

年禁錮, ….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 외에 備邊司謄錄과 承政院日記, 가장 자세히는 日省錄 정조 

21년 10월 19일; 10월 27일; 21년 11월 7일; 11월 18일; 11월 26일; 22년 1월 19일; 4월 

3일; 5월 2일의 기사들 및 公車文 48권 持平 朴德載 上疏 [初十日]; 49권 執義 高宅

謙 上疏 [二十六日] 등 여러 곳에 전한다.
19) 김재호, 15f. (왕조실록보다 상세한 日省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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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사실 조사를 벌인 뒤 본 고장으로 방환(放還)하게 함으로써 남쪽 지방 백

성을 위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 한사진의 일은,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죄가 어찌 중하게 다스리는 정

도에 그칠 뿐이겠는가. 평상시에 압량(壓良)하여도 그 율형(律刑)이 지극히 엄하다. 

그런데 차마 흉년을 만난 민구(民口)를 강제로 사들여 종으로 삼은 수효가 50명

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는 반드시 곡절이 있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 묘당(廟堂)

으로 하여금 두 도의 도신에게 엄히 신칙(申飭)
*

하여 사관(査官)을 별도로 정하고 

친히 엄한 사핵(査覈)을 집행하여 장계로 아뢰도록 하라. 한사진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히 신문하여 구초(口招)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한사진의 공초(供招)에 ‘광양 현감으로 있을 때에 마침 임자⋅계축년의 잇따른 

흉년을 만나 도내에 떠돌아다니는 거지로서 그 몸을 스스로 파는 자가 매우 많았

으므로 대가를 주고 샀는데, 수령의 직에서 갈리어 돌아올 적에 따라오기를 자원

하는 자가 39명이었다.’ 하였습니다.”

하니, 판하(判下)하기를,

“흉년에 기민(饑民)이 설사 스스로 그 몸을 팔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명색이 관장

(官長)으로 어찌 감히 그 이권을 이롭게 여겨 파는 대로 사들일 수 있단 말인가. 

심상한 압량(壓良)에 비교해 볼 때 그 죄가 백 배 이상이다. 하물며 그 입으로 자

수한 자가 39명이나 된다면 그 밖에 숨겨놓고 빠뜨린 것이 또 몇 십 명이 될지 

모를 일이다. 우선 한 차례 형문(刑門)한 뒤에 해도(該道)의 원지(遠地)에 무기한 

정배(定配)하고 금고(禁錮)
**

의 벌을 시행하라. 광양이 이와 같으니 다른 도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다. 어찌 묘당이 엄히 더 살펴 신칙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한사진은 의금부가 의논드린 데 따라 흥양현(興陽縣)에 유배하여 3년 간 

금고(禁錮)하고, ….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 罪過로 관리에 임용될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公權停止의 하나.

이 사건은 조선에서도 가장 물의가 컸던 사건인 만큼 다소간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양현감을 했던 韓師鎭이 최소 43명의 民口를 買集하여20) 종으로 

20) 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1797) 9월 10일 3번째 기사에 전하는 한사진의 주장대로라면 

39인, 그리고 동 정조 22년(1798) 1월 10일 5번째 기사에 의하면 추가로 밝혀진 것이 

4인이다(前光陽縣監韓師鎭, 在官時, 勒買良民爲奴婢, 事發, 定配于興陽縣, 乃行査, 

加現者又四口, 命更配遠惡島.). 그러나 상소를 올린 박재덕은 50여 명을 거론하고, 국왕 

역시 드러나지 않은 수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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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은 일이 발생하였다. 상소를 한 박재덕이 “而乘其歉(겸)歲, 以米斗錢貫, 買來男

女五十餘名, 作爲僮僕”, 또 국왕이 “忽以歉歲民口, 勒買作僕”, 또 조선왕조실록의 

후일담 기사에서 “勒買良民爲奴婢”라 한 것을 보면 한사진 쪽에서 강제로 매수한 

정황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한사진 자신은 “連匈, 道內流丐之自賣其身者甚多, 

故給價買得, 及其遞歸, 自願隨來者三十九名”이라 강조하여 혐의가 씌워진 흉년을 

기화로 한 壓良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法認된 自賣노비를 구한 것

으로, 그리고 이들이 종국에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국왕의 최종 判旨에서는 “荒歲饑民, 設欲自鬻(육)其身, … 焉敢生心於利其竇(두)

而賭其售(수)乎?”라 하여 自賣하는[鬻; 售] 民口를 사들임으로써 이득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양인과 노비, 

남녀노소, 부모자식을 모두 아우르는 매매대상자들에 대한 인물과 대금 액수 등이 

조사되어 행위 정황이 대체로 드러났지만,21) 한사진이 (물론 공권력을 등에 업은 

억압적 요소가 결정적이었겠지만22)) 무차별적으로 권세를 휘둘러 강압적으로 

自賣를 성사시켰다기보다는 어쨌든 적어도 그 중 일부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궁박 

상황에서 일정한 대금 지급이 따른 통상적인 유형의 自賣노비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추정일 것이다.23)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노비로 

묶인 상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한사진을 따라서 

그의 고향까지 왔을 가능성 역시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한사진 사건

은 판지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의 조정이 自賣거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방하듯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이유(“艮人勒買法禁何等至嚴”24)) 때

문이라기보다는, (일반 상황에서의 압량과 비교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흉년

이라는 비상시국에서 官長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그 규모 역시 그냥 두

어서는 사회질서의 측면에서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심했다(“貪饕(도)

不法”25))는 이유로, 즉 공직 기강과 사회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처벌한 것으로 

21) 日省錄 정조 21년 10월 27일(팔린 사람들 목록 및 대금 정보) 및 22년 1월 19일(몇몇 

구체적인 경우의 상황 및 팔린 자의 연령 정보)의 기사.
22) 日省錄 정조 22년 1월 19일의 기사: 則韓師鎭之身爲官長, 踏印成券, 轉賣他人, 已萬

萬可駭, 而林朴兩漢 則或爲師鎭之妾娚 或爲師鎭之主人, 憑藉官力互相買取.
23) 日省錄 정조 22년 1월 19일의 기사: 再昨年四月買送爭烈一口, 故考見文券, 則爭烈之

父以貧窮之致捧價八兩, 自賣成文, 而其時年歲爲十五, 竝路資二兩合十兩錢備送後, 仍爲

使喚矣.
24) 日省錄 정조 22년 1월 19일의 기사. 일성록은 일관되게 이 사건을 “勒買奴婢”로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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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거래 과정이 勒買에 해당한다던 지적들이 최종 判下

에서 더 이상 추궁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18세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에는 自賣거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

들에 대한 “還送本土”, 즉 귀향토록 한 조치는 自賣를 법적으로 무효화한 데에 

따르는 논리적 원상회복의 조치였다기보다는 愛民⋅恤民의 통치이념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구제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시대의 自賣와 良人의 奴婢化

기아선상에 있던 양민들에게 생존의 거의 유일한 방편이 남에게 노비로 빌붙어 

사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蓋以死中求生, 不計其他耳.”) 조선 후기의 풍경을 전하

는 自賣文記를 몇 개 살펴본다.26) 기존의 고문서 연구가 밝혔듯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든 自賣 문기들이 ≪儒胥必知≫의 서식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과 

≪儒胥必知≫에서 노비매매 문서의 양식으로 다른 것이 아닌 自賣文記의 양식을 수

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7) 그만큼 적어도 조선 후기에 自賣가 일반의 법의식과 

거래현실에서 이미 굳게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良人이 賤人으로 신분이 바뀌는 

신분법상 중대한 법률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官의 대처는 점차 현실을 용인하는 

쪽으로 변해갔고, 그래서 금지가 풀린 이후 처음에는 그 전까지 없던 매매대상자

의 노비 문서를 대신하여 官의 立旨28)를 필요로 했었는데, 이후 조선 말기에는 아

예 관의 허락조차 받지 않고 自賣가 성행하였다고 하니,29) 당국 역시 흉년 등으로 

25) 公車文 49권 執義 高宅謙 上疏 [二十六日]: 前光陽縣監韓師鎭之貪饕(도)不法. 이것이 

당시 朝野의 법감정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다양한 관련 문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경목, 141ff.; 박경b, 188ff.; 정해은, 16ff.
27) 전경목, 142f.; 박경a, 231.
28) 엄격히 말하면 立旨란 신청서 또는 원서의 말미에 신청한 또는 원한 사실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한 관아의 증명(말하자면 로마의 subscriptio附 rescriptum)이고, 청원에 대하여 

官에서 인가 또는 인증하는 문서(말하자면 litterae publicae)는 立案이고, 따라서 원래 

발급되었던 것은 입안이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입안 대신 더 간단한 형태인 입

지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고(한국고문서학회b, 228), 실제로 이곳에서 살펴보는 자매 

거래 관련 문기들에서도 “관의 입지”라는 용어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

여 현대의 연구자들도 입안과 입지를 문맥에 따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같다. 투고심사자 중 한 분은 대상 시기에 이에 대한 입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서 두 용어를 혼용하느니 입지로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거의 전승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인 것은 아니므로 

다른 문헌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혼용 상태를 유지하였다.
29) 전경목, 161. 김재호, 10 +각주 14; 박경a, 233에 의하면 실제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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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민생의 苦境을 달리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自賣 현상

은 그것 자체로서는 전근대 사회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 

추세가 조선과 같이 오히려 강화되어 간 곳은 드물다. 自賣는 조선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거시적 변동 과정에서 반드시 그 明과 暗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야 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自賣 문권의 기본서식은 다음과 같았다.30)

중국연호 ○○년 간지 ○월 ○일 ○○댁 앞 明文

위와 같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빈곤한 까닭으로(以貧困

所致) 나 ○○○ ○○년 생의 몸과 나의 처 XXX ○○년생의 몸을 ○○댁에게 

돈 ○냥을 받고서 永永 自賣하니, 이 文記를 가지고 훗날 증거로 삼을 것.

自筆 ○○○ 着名

증인 ○○○ 着名

自賣 문기의 斜給 절차를 살펴보면 일반 매매문기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대체로 放賣者의 立旨 발급 청원 所志를 官에 제출하고, 당사자 사이에 自賣 

문기의 작성이 있은 후, 매수인의 立案 발급 청원 소지 제출, 방매자의 招辭, 筆執

의 초사를 받은 다음, 立案이 발급되었다.31) 이를 통해 보건대 自賣 문서를 공증

하는 입안의 발급이 당시 하등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自賣는 法認된 거래였다. 공증 과정이 완료되면 자매문기의 공증을 청하는 소지, 

자매문기 자체, 자매자⋅증인⋅필집의 증언을 기록한 초사, 공증 문서인 立案이 

粘連되어 매수인에게 발급되었다.32) 다음은 전해지는 시료의 예이다. 

(1) 憲宗 3년(1837) 유득열의 自賣 거래

[所志] 임남지동에 사는 유조이 득열33)

이 삼가 소지를 올리는 매우 애통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나이는 지금 

도로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은 빈민들을 救活이나 遺棄兒 收養을 명분으로 내

세워 노비로 삼는 것을 官에서 허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30) ≪儒胥必知≫, 285/283.
31) 상세는 박경a, 234f.; 한국고문서학회b, 228ff.
32) 한국고문서학회b, 230.
33) 한국고문서학회b, 2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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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로,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고, 또 집안에 생활해 나갈 

만한 재산이 없으며, 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모습이 아플 지경입니다. 급기야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이리저리 동서로 떠돌며 구걸하여 음식을 얻어서 늙은 아

버지의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가까스로 보전했습니다. 그런데 올봄의 凶荒은 더욱 

심하여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은 이따금 슬프게도 浮黃이 나는 고할 

데 없는 목숨이니, 부녀가 함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입니다. 저의 

自賣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저를) 팔기를 청하

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제가)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제가 늙은 아

버지를 保養할 길이 없어, 이에 슬프고 불쌍한 깊은 사정을 사또께 泣訴하니 洞

燭하신 후 몸을 팔아 救活하라는 뜻으로 立旨를 작성해주셔서 저의 한 몸이 아버

지의 餓死를 좌시하지 않도록 積善하는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大都護府 처분

丁酉(1837) 2월 일 소지

[自賣 明文] 道光 17년 정유(1837) 2월 26일 조광득에게 드리는 명문34)

이 명문라는 일은 제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해 春窮이심하여 부모를 살릴 길이 

전혀 없으므로 만부득이 저를 錢文 13냥으로 쳐서 酬代로 받아 부모를 살리고, 

저를 위 사람에게 법률에 의하여 後所生과 함께 官의 立旨에 따라 영영 自賣하니, 

뒤에 친족들이나 자손 중에 만약 雜談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辨正할 일입니다.

(2) 憲宗 3년(1837) 기리금(棄里金)의 自賣 거래

[自賣 明文] 道光 17년 정유(1837) 3월 초6일 임응호에게 드리는 명문35)

이 명문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리금)의 아버지는 위 댁에 전래해온 종

이지만, 저는 良妻 소생이므로 仰役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전에 없는 큰 흉년을 

당하여 춘궁이 뼈에 닿아 살 길이 전혀 없어 저의 3寸家에 의탁했는데, 저와 3촌

이 입에 풀칠할 계책이 없어 거의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百方으로 생각한즉 

그와 더불어 길거리의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이니, 차라리 몸을 팔아 그 값으로 

3寸叔을 구하고 저를 살리는 것이 事理에 당연하므로 부득이 살기 위해 錢文 13냥

을 받고 위 댁에 20년을 기한으로 放賣하니, 뒤에 만약 雜談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辨正할 일입니다.

34) 한국고문서학회b, 225.
35) 한국고문서학회b,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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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救活노비 사례

다음은 엄밀한 의미의 自賣노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救活노비에 관한 

것이다. 후자는 기근, 질병, 가족 離散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12세 이하의 어

린 아이를 구휼하기 위하여 노비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36)과 그런 목적으로 인

하여 放賣價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自賣노비와 차이가 있지만, 그 밖의 점에서

는 동일하고,37) 특히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사회적 동기가 같다는 점에서 이곳에 

소개한다.

庚子(1780 또는 1840)年 4월 초3일 手記38)

小女 연이은 凶喪을 당하옵고 서방도 죽은즉 의지할 수 없어 자식을 데리고 돌아

다니며 구걸하여 빌어먹으니 자식은 어리고 얻어먹을 수는 없고 죽을 수밖에 없

기에 생각하다 못하여 이 몸의 딸 쌍례 辛卯生 1軀 物을 救活39)婢로 바치오니 

이후에 친척 중에 말이 있거든 이 手記로 증거를 삼아 영영 댁에서 차지하되 後

所生 아울러 댁에서 차지하소서.

手記 主 小女 朴사홰 (右手掌)40)

3. 조선시대 自賣奴婢에 대한 국가의 대처

어느 사회든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법질서는 일반 자유인/良人을 강제로 비자

36) 김용만b, 20. 이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로 1680년(숙종 6년) 11월에 이지형(李之炯)이 

유기아(遺棄兒) 수양(收養) 문제로 영해부(寧海府)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立旨(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

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를 들 수 있다. 5∼6세의 유기된 女兒 玉春을 

1671년에 구활해 낸 이지형이 신세익(申世翼)이 그녀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자, 

추심하지 못하도록 입지를 발급받은 사건이다. 당시에는 흉년이 심할 경우 국왕의 지

시가 내려지면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기르면, 이를 관아에서 공증받고 추후에 장성했을 

때 본인의 노비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규례가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 ②. 유기아의 

경우에 대금의 지급이 문제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37) 김재호, 11 (특히 표 2).
38) 이상규 편, 166f.
39) 이상규 편, 164f.는 “口活”이라 하나 오류이다.
40) 경 사월 초삼일 슈긔

쇼내 연흉을 당옵고 셔방도 쥭온 의지올 슈 업와 식을 다리옵고 유리

걸온니 식은 어리옵고 어더 먹을 슈 업옵고 죽을 밧귀 업옵기 각다 못

와 의녀의  썅네 신묘 일구 물을 구활비로 드리오니 일후 죡쇽 즁 말이 잇옵

거든 이 슈긔로 빙고와 영영 의 지 오되 후쇼 아오로 의셔 지소셔.

수긔주 소녀 박홰 (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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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노예)/노비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심지어는 당하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까지

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조선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애초에 

형사 일반법으로 수용한 大明律에도 이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중기 이후 거듭된 기근과 수차례의 外亂으로 민생의 참상이 가속화

하고, 특히 丙子胡亂(1636)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서 숱한 遺棄兒가 발생하자 

이미 한계에 이르렀던 국가의 재해구호제도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국

가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자식을 삼거나 노비로 부리는 것마저도 부득이 용인

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사태에 대응하여 기존의 법을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어떤 고려보다도 기아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내

려진 법질서의 대응방식은 그저 법논리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Not kennt kein Gebot.). 이것은 긴급함의 정도, 해결가능성과 그에 소요되는 재원 

및 시간의 多寡, 위정자의 법의식과 救難 의지, 사회보호망 체계의 제반 여건, 有産

⋅有力 계층의 의식과 행태 등,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의 아주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 自賣⋅掠賣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은 엄격한 금지로부터 사실상의 묵인, 공식적인 허용에 이르

는 가능한 스펙트럼을 모두 보여준다.41) 6세기 이후의 게르만 부족법의 경우에도 

가뭄으로 인한 심한 기근으로 궁핍 상태에 빠진 자가 자신과 자식을 파는 흔한 현

상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음을 잘 보여준다.42)

(1) 기본법규: 대명률의 관련규정

조선은 自賣와 관련한 현상을 형법으로 규율하였다. 관련 규정은 대명률의 略人

略賣人조(제298조)이다. 동조는 ① 良人을 노비([1], [2], [3], [5], [6])나 처첩⋅자

손으로 삼는 경우([1], [3])와 ② 남의 노비를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4])를 규정하

면서, 행위자가 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나 모략을 쓴 기본구성요건의 경우와 ② 

행위자와 피해자가 짜고서 담합하여 행위하는 경우([3], [4], [5]), ③ 이 과정에서 

致傷⋅致死에 이른 경우([1]) 및 未遂에 그친 경우([3], [5]), ④ 기타 담합자([3], 

[4])와 공범의 범주에 속하는 자([7])에 대한 처벌, 그리고 ⑤ 피해자에 대한 처리

([1], [5])를 규정하였다. 自賣 거래는 스스로를 팔거나 처자식을 파는 경우인데, 대

명률에는 스스로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처자식의 경우에는 정말로 

41) 김유철, 221ff.
42) 상세는 Liebs (2), 29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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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糊口之策으로 팔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명률 규정 중 自賣에 관련된 것은 처자식을 합의하여 팔아넘기는 

행위에 관한 [5] 및 [6]이다. 이에 따르면 妻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판 것([1])과 같이 

杖100 流3천리로 처벌하고, 자손의 경우에는 이보다 감경된 형벌을 규정하였다. 

“팔린 卑幼를 친족에게 돌려보낸다”는 규정에서 극한의 기근 등으로 자식을 파는 

상황이 아닌 정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이 드러난다. 

大明律 제298조【略人略賣人】(정긍식 역)

【사람을 잡아가두어 노비로 삼거나 판 경우】

[5] 若略賣子孫爲奴婢者 杖八十 … 和賣者 減一等 未賣者 又減一等 被賣卑幼不

坐 給親完聚

◦자손을 꾀어 팔아 노비가 되게 한 경우에는 장80, … 합의한 경우에는 1등을 

감경하며, 아직 팔지 않은 경우에는 또 1등을 감경한다. 팔린 비유(卑幼)는 처벌하지 

않고 친족에게 돌려보내 함께 살도록 한다. 

【講曰】… ‘和賣者減一等 未賣者又減一等’ 謂和賣子孫爲奴婢 杖七十 未賣者 杖

六十 弟妹及姪姪孫外孫 若己之妾 子孫之婦者 杖七十徒一年半 未賣者 杖六十徒

一年 子孫之妾 杖一百 未賣者 杖九十 同堂弟妹堂姪及姪孫者 杖八十徒二年 未賣

者杖七十徒一年半. ‘被賣卑幼不坐’者謂 被和賣之卑幼 並不坐罪

【강왈】… “합의한 경우에는 1등을 감경하며, 아직 팔지 않은 경우에는 또 1등

을 감경한다”라는 것은 합의하여 자손을 노비가 되게 한 경우에는 장70, 아직 팔

지 않은 경우에는 장60으로 … 처벌한다. … “팔린 비유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합의하여 판 비유는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컫는다. 

[6] 其賣妻爲婢…者 各從凡人和略法

◦자기의 처를 팔아 여종이 되게 … 한 자는 각각 “일반인이 양인을 꾀거나 합의

하여 판 법”에 따른다. 

(2) 조선의 기본 정책 기조와 그 변화의 궤적

조선 초부터 정부는 양인을 노비로 삼는 행위를 강력 규제하였다. 그리고 그러

한 행위는 앞서 살펴본 대명률에 따라 처벌받았다. 이러한 기조는 사회경제적 사

정이 그런대로 견딜 만한43) 1750년대까지는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조선은 

43) 참조: 세종 2권,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2월 20일(을미)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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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실을 인정하여 어쩔 수 없이 전면적인 금지를 풀고 일정 한도에서 허용하게 

되지만, 그래도 轉賣와 世襲은 금지하고 贖良은 허용하도록 하여 私的 거래에 완

전히 방임하지는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전해지는 自賣 문기의 문언은 거의 대부분 명백히 이에 배치되

는 것이었다.44) 실정법질서가 현실의 난국 앞에서 항복한 것이 바로 自賣의 法認

이다. 특히 1886년의 私家奴婢節目에 이르러서도 아직 매득자의 의사에 반하는 

贖良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自賣노비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894년에 비로소 노비제 철폐의 개혁조치가 취해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추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태종  5년(1405) 직첩을 收取하고 장80에 수군에 충군

- 세조  9년(1463) 장100에 全家徙邊

- 성종대에는 대명률 규정에 따라 장100 도3년

- 중종 13년(1518) 全家徙邊

- 명종  5년(1550) 士族은 전가사변이 아닌 次律에 의해 처벌45)

- 현종  5년(1664) 채무자의 자녀 노비화 금지(이후 續大典에 수록)

- 숙종 16년(1690) 自賣 거래 쌍방에 대해 대명률 賣妻律에 따라 장100 도3년

- 숙종 26년(1700) 매득자 법정형보다 감경 처벌

- 영조 20년(1744) 續大典에 숙종 16년(1690) 傳敎 수록

- 영조 24년(1748) 良人 신분을 노비로 사칭하여 위조문서를 사용한 거래 처벌

- 영조 25년(1749) 自賣 허락 청원 刑曹가 거부(“自賣有禁 限其身 雇工使役”)

- 영조 28년(1752) 自賣노비의 신분 세습을 雇工의 예에 따라 제한하는 대책 논의

- 영조 47년(1767) 현존 最古의 自賣문기

- 정조  1년(1777) 良人自賣를 雇工으로 처리

- 정조  5년(1781) 自賣之法 세습 부인

- 정조 18년(1794) 부모 봉양을 위한 自賣를 禮曹가 美談으로 보고

- 정조 20년(1796) 救活노비 및 貧窮自賣之類 雇工의 예에 따라 세습 부인 확인

- 정조 21년(1797) 광양현감 韓師鎭 사건(전술)

- 고종 23년(1886) 私家奴婢節目으로 노비를 救活노비, 自賣노비, 世傳노비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모두 세습을 금지

鄭招曰 “我國民生, 雖不至賣妻鬻子”(우리나라 백성의 생계가 비록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파는 처지에는 이르지 않았지마는).
44) 김재호, 19ff.
45) 이상 박경a, 231; 정해은, 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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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개혁(1894) 노비제 폐지

- 1896년 賊盜處斷例로 “人家 男女를 誘引하여 自取하거나 轉賣하여 雇傭을 作

하는 者”를 처벌

- 1905년 刑法大全도 인신매매 금지46)

(3) 고종의 조치들

국가에 의해 法認된 자매거래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다가, 고종대에 이르러 노비 

관련 개혁조치들로 인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다음의 

것들이 있었다.

- 고종 23년(1886)의 조치: 私家奴婢節目47)

고종 23권, 23년(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3월 11일(갑진) 3번째 기사48)

◦노비 문제에 대한 절목을 만들어 경외에 알리고 시행하도록 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전교(傳敎)하신 대로 총리대신(總理大臣)과 노비(奴婢) 문제에 대해 의논하

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들이니, 이런 내용을 경외(京外)에 알려 영구히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 구활(救活)과 자매(自賣) 노비, 세전(世傳) 노비는 모두 다만 자신 한 몸에 그치고 

대대로 부리지 못한다. 

1. 구활과 자매 노비의 소생은 매매할 수 없다. 

1. 세전 노비로서 이미 사역(使役) 중인 자도 그 한 몸에 그치며, 만약 소생이 있는

46) 이상 김재호, 6f.; 27ff.; 정해은, 12ff.
47) 이에 관하여는 김재호, 27f.
48) 高宗 23卷, 23年(1886年) 3月 11日(甲辰) 3번째 기사

◦刑曹啓: “謹依傳敎, 就議總理大臣, 以奴婢事, 成節目以入, 而以此意知委京外, 永爲定

式施行何如?” 允之.

  【一, 救活與自賣奴婢,世傳奴婢, 竝爲只終一身, 毋得世役事. 

    一, 救活與自賣奴婢所生, 毋得買賣事. 

    一, 世傳奴婢, 已爲使役者, 亦終其身. 而如有所生, 無所依託, 自願使役者, 以新買例給

價事. 

    一, 自賣奴婢, 雖一日使役, 名分旣定, 不可徑免. 家主許贖前, 不得請贖事. 

    一, 只終一身, 毋使世役, 則所買之錢, 自歸勿問. 身故後, 切勿徵出於所生事. 

    一, 以如干錢,米之宿債, 壓良爲賤者, 一切禁斷事. 

    一, 奴婢所生, 自謂免賤, 蔑分犯紀者, 別般嚴懲事. 

    一, 如是定式之役, 毋論大小民人, 復蹈前轍, 違越朝令者, 隨現摘發, 照法勘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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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탁할 곳이 없어서 사역을 자원하는 경우에도 새로 사는 예로 값을 준다. 

1. 자매 노비는 비록 하루 동안 사역을 당하더라도 명분이 이미 정해진 뒤에는 

쉽게 모면할 수 없으며, 가주(家主)가 몸값을 갚으라고 허락하기 전에는 몸값

을 갚겠다고 청할 수 없다. 

1. 단지 자신 한 몸에 그치고 대대로 부리지 못하게 하는 만큼 매입한 돈 문제는 자

연히 제기할 수 없으며, 본인이 죽은 뒤에 절대로 소생에게 징출(徵出)할 수 없다. 

1. 약간의 돈과 쌀에 의한 숙채(宿債) 때문에 양인(良人)을 억눌러서 강제로 종으

로 삼는 것은 일체 금지한다. 

1. 노비 소생으로서 스스로 면천(免賤)하겠다고 하면서 분수를 업신여기고 기강을 

위반하는 자는 특별히 엄하게 징계한다. 

1. 이처럼 규정을 세운 뒤에는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철을 답습

하면서 조령(朝令)을 어기는 경우 적발되는 대로 법에 따라 감처(勘處)**한다.】

   * 規則의 條目.

  ** 罪狀을 勘案하여 處斷함.

- 고종 31년(1894) 6월 28일의 조치: 노비제 폐지 및 인신매매 금지49)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5번째 기사 /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연좌제 금지, 문벌 타파, 신분제 철폐 등의 의안을 올리다

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議案)에, 

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쓴다.

… …

1.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폐지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 …

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였다.

노비제 폐지 후에는 自賣 거래는 이미 법이 금지하는 일반 인신매매였다

(1896년 賊盜處斷例 및 1905년 刑法大全).50) 그러나 自賣 거래 현상은 노비제가 

49)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從今以後, 國內外公私文牒, 書開國紀年事。 … … 一, 公私奴

婢之典, 一切革罷, 禁販買人口事。… …” 竝允之。
50) 1918년 10월 11일자 조선고등법원 판결(민상제280호)에 보면 “구(舊) 한국 개국 503년

(1894년) 6월 28일의 ‘公私奴婢之典一切革罷禁販買人口事’라는 議案은 인신을 매매

하여 노비로 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서, 자유의사를 가지고 보통으로 봉공인(奉公人)

이라고 칭하고 하남하녀(下男下女)로서 노무에 복무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유의사에서 나온 계약에 의한 봉공인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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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분제가 

폐지됨으로써 엄밀히 말하면 매각하더라도 팔린 사람이 말하자면 로마법상의 

大頭格減等(capitis deminutio maxima)에서와 같이 법적인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사실상의 부자유한 구속 상태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었다. 개화기의 신문기사들은 경제적 사유 기타의 이유로 

여전히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음을 보여준다. 1921년 8월 13일자 

每日申報 기사에 의하면 당시 小兒와 婦人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려는 제안이 

제네바 국제회의에 제안되어 그 해 9월 국제조약이 완성될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당국이 일본의 藝妓가 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내무성에 大協議會를 열었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여자를 기생

으로 파는 것이 당시 조선에서도 행해졌음은 每日申報 1922년 11월 15일자 

기사51)나 1923년 5월 3일자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동시에 당시에는 이미 

창녀로 파는 것뿐 아니라 단순한 가무 기녀로 파는 행위까지도 법률상 무효로 

판결되었다.52) 그러나 이는 이미 새로운 서구식 법사고의 영향이다.

도 이를 표시함에 있어서 노비라는 칭호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상고이유 제1점)”는 설시가 보인다. 일반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自賣 거래가 허용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이를 고려하여 自賣 거래가 아닌 奉公人계약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종래의 용어법을 답습하여 만연히 ‘노비’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 같고, 법원의 취지는 상고이유가 지적하듯이 용어가 

아니라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50∼52의 자료를 구해준 손경찬 박사

에게 감사한다).
51) 경성지방법원에 딸을 되찾기 위하여 소가 제기된 관련 사안은 아비가 1920년 자기 딸

을 창녀로 계약기간 11년에 대금 180圓으로 판 계약이다. 신문기사에 소개된 계약문

기는 다음과 같았다.

  妓生賣買契約書

賣渡人  張得成

買受人  李鍾源

     一, 歌舞及賣淫을식힘을證問

     二, 大正九年七月十六日부터 大正二十年十二月三十日지를期限으로定

     三, 右契約에依하야張英心一名의賣渡代金을百八十圓으로定

52)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았다. 원고는 경성지방법원에 인신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의 판결을 받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특히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무

효로 하고 딸을 찾아가겠다고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하기

를 원고의 큰 딸(16세 소녀)을 몸값 180圓으로 계약을 맺고 데려다 기생일을 시켰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신매매를 계약한 것은 아니다. 설령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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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마시대의 自賣

1. 로마시대의 自賣 현상

12표법에서 인정되던 家長의 眷率에 대한 生死與奪權에 기한 자식 매매[賣子]

는 매우 일찍이 사라지게 되는데, 실정법에 의한 가장권의 삭감에 의한 것이 아니

라 그러한 법관행을 거부하는 문화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다.53) 그렇지만 3세기 

초에 다시 자식 매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 법은 자유신분의 보호에 단호

하였다.54)

C.7.16.1 Imperator Antoninus (sc. Caracalla, 211∼217). 

Rem quidem illicitam et inhonestam admisisse confiteris, quia proponis filios 

ingenuos a te venumdatos. Sed quia factum tuum filiis obesse non debet, adi 

competentem iudicem, si vis, ut causa agatur secundum ordinem iuris.

그대는 실로 不許되고 不道德한 짓을 저질렀음을 自認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대는 

출생자유인인 자식들을 그대가 팔아버렸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행위가 자식들에게 害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그대가 원하면 관할 재판관에게 가라. 

그러면 법규정에 따라서 소구할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자식을 판 경우에도 다시 자유신분소송(causae liberales)을 제기하여 

그 자유신분을 주장하고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의 주장처럼 인신매매를 계약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매음이라는 

것은 모르겠으나 가무는 풍속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의 무효청구는 이유가 있다 

할지언정 전부의 무효는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제1심 재판소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

정하여 그 계약은 무효로 확인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신문 기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이 판결을 통해 새로운 판결례를 보

였다(“人身賣買 無效의 新判例”). 2심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 판결(“一審官의 

鐵棒”)이 확정이 되면 금전으로 남의 자식을 어떤 물건처럼 사서 기생노릇을 시키면

서 가련한 여성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소위 포주들에게는 큰 벼락이 

될 것이고, 사람의 몸으로 남에게 팔리어 그 자의 속박을 받아가며 가무와 혹은 매음

으로 여자의 정조를 더럽히여 자유를 잃어버린 기생들에게는 깊은 자극이 될 것이고, 

자기의 자녀라고 함부로 팔아먹는 온갖 부정행위자들에게도 좋은 감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53) Mayer-Maly, 121.
54) Mayer-Maly, 1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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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마법상의 규율

직접적인 自賣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이와 여러모로 유관한 현상이 

채무노예의 문제이다. 로마법은 古時에는 지급불능의 채무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인정되었으나, 공화정기가 지나면서 이러한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화를 거부

하게 되었다. 고전법에서 자유신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시되는 법적 지위

로서, 한편으로는 노예의 자유 취득을 가급적 우대하려는 여러 조치들(favor 

libertatis),55)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인의 신분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에 반영

되었다. 그 중에서 자유신분에 관한 소송(liberalis causa)은 특별한 제도로 발전

하였다(D.40.12; C.7.16).

고전법에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타인의 노예나 해방노예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인 가능성이 없었다. 심지어 자발적인 어떤 행위로도 이것은 불가능하였다.56) 하물

며 타인이 자유인을 노예로 팔아서 그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더욱 더 불가능하

였다.57) 자유인을 알면서 파는 것은 파비우스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略取(plagium)

의 범죄였다. 팔린 자는 법질서가 특별히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로 자유

가 상실되었다. 그 중 하나는 20세[弱冠] 이상인 자유인이 매매대금에서 몫을 챙길 

목적으로(pretii participandi causa) 스스로 신분을 속이고 팔리는 것을 수인한 

경우이고,58) 다른 하나는 매수인의 부자유한 재산관리인(actor)이 되기 위하여 스

55) Ankum, 3238ff. 국내 문헌으로는 서을오, 로마법의 자유우대와 노예,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논문(1992. 8).
56) D.1.5.8 (Pius); D.40.12.37; Gordianus C.7.14.2 (a.240); Diocletianus, Maximianus C.7.14.6 

(a.293), C.7.14.10, C.7.16.16 (a.293), C.7.13.22 (a.293), C.7.16.23 (a.293), C.7.16.24 

(a.293), C.7.14.11 (a.294), C.7.14.14 (a.294), C.7.16.34 (a.294), C.7.16.39; Pauli Sententiae 

5.1.2; Valerianus, Gallienus C.7.16.6; Ramin/Veyne, 482ff.
57) D.40.12.33; D.40.12.37. 
58) D.1.5.5.1; D.1.5.21; D.4.4.9.4; D.28.3.6.5; D.40.12.7.pr.; D.40.12.14.pr.; D.40.12.40; 

D.40.13.1.pr.; D.40.13.3; D.40.14.2.pr.; Severus Alexander C.7.16.5; Gordianus C.7.18.1.pr. 

(a.239); Constantinus CTh.4.8.6 (a.323); Inst.1.3.4; Inst.1.16.1; Buckland, 427ff.; Kaser I, 

292 + nn.43-46; Kaser II, 131 + n.21. 특히 팔릴 때 20세가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청

구권이 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C.7.16.5 Imperator Severus Alexander.

   Non ideo minus in libertatem proclamare potest ea, quam ancillam tuam esse dicis, quia 

eam vendente fisco comparasti. 

   1. Sed nec hoc ad praescriptionem operatur, quod venditionis tempore maior viginti 

annis fuit, cum aetatis adlegatio non alias possit praescriptionem adversus civem 

Romanum accommodare, quam si participandi pretii gratia consensum servituti dedisse 

probe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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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팔린 경우이다.59) 이러한 현상들은 조선이나 로마나 유사한 경제적 동기에 

기한 것들이지만, 로마의 경우 自賣가 법상 원칙적으로 부인되었다는 점에서 自賣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던 조선과 큰 차이가 있다.

조선의 自賣와 직접 비교 가능한 상황은 따라서 家父가 자신의 자식과 妻를 파

는 것인데, 고전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극심한 궁핍 상태에서도 원칙적으로 무효

였다. 즉 팔린 자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았다.60) 이에 변화가 온 것은 4세기 들어 

궁핍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기를 형편이 안 되는 父가 이를 救活을 위하여 파는 현

상이 불가피해지면서였다. 飢餓에 처한 斗護人(patronus)이 자유 신분인 자신의 被

護人, 즉 자신의 해방노예를 파는 것도 허용되었는데,61) 이 역시 自賣에는 해당하지 

   2. Probationis sane onus, cum ex servitute in libertatem adseritur, ad se recipit. Qui si 

adfirmationem suam non impleat, inconcussum possessionis ius obtinebis.

   (그대가 그대의 여자 노예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는 그대가 그녀를 국고가 공매하는 

때에 산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신의 신분이 자유임을 청구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1] 또한 공매의 시점에 그녀가 20세를 넘었었다는 사실로써 시효에 걸리는 것도 아

니니, 왜냐하면 연령의 원용은 매매대금에서 몫을 챙길 목적으로 노예화에 동의하였

음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달리 로마 시민에게 불리한 시효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 물론 입증책임은 그녀가 노예신분으로부터 자유신분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녀 

자신에게 속한다.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대는 다투어지

지 않는 점유권을 보유할 것이다.) 
59) D.28.3.6.5; Constantinus CTh.4.8.6 (a.323); Iulianus CTh.4.12.5 (a.362); Ramin/Veyne, 493ff.
60) D.40.13.4 Paulus libro 12 quaestionum: ... in libero autem homine neque venditio 

constitit et nihil est quod veneat. ...
61) Constitutio Sirmondiana 5 DD. NN. Honorius et Theodosius AA. ad Proiectum 

consularem (a.419).

   Inverecunda arte defenditur, si hi ad condicionem vel originem reposcuntur, quibus 

tempore famis, cum in mortem penuria cogerentur, opitulari non potuit dominus aut 

patronus. Porro autem iniquum est, si expensis alterius servatum hominem in lucem 

quisque sibi obnoxium quocumque titulo sperans audeat vindicare. Itaque magnificentia 

tua inspecta serie de his, qui per necessitatem aut comparati sunt aut fortasse collecti, in 

eorum dominium eos faciat perdurare; aut si ab aliquo flagitantur, enumerata duplici 

pecunia, quae data est, pretii nomine adque expensarum habita ratione, ita demum ad 

vindicantis auctoritatem eos redire permittimus, ne sit miserum ita exhibuisse alimoniam 

morienti, ut servatus in vitam postea commodis alterius in dispendio alterius prosit.

   (기아의 시기에 궁핍으로 死境에 내몰렸을 때 소유주나 斗護人이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자들이 원래의 지위나 출생신분으로 회복요구된다면, 이는 몰염치한 술수로써 방어되

는 것이다. 더욱이 타방의 비용으로 救命된 사람을 누구든 자신에게 예속된 자로서 

어떤 권원에 의해서 기대하면서 소유물반환청구를 감행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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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결국 사료상 전해지는 로마의 法認된 自賣는 핏덩이 救活의 경우가 전부

이다. 그러나 현실은 물론 달랐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많은 자유인들이 진실을 

은폐한 채 스스로를 노예로 팔고 노예로 살아갔는데, 자신과 가족이 자유인으로 

어렵게 사는 것보다 주인 밑에서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해방후의 被護관계

를 포함하여－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62)

(1) 고전법: 자유인 매매 및 自賣의 금지

이 문제는 형사법과 민사법의 양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형사법은 특히 인신의 

약취유인에 관한 파비우스법(기원전 2∼1세기?)이 주된 것이었다.63)

가. 형사법: Lex Fabia de plagiariis64)

D.48.15.1 Ulpianus 1 regularum.

Si liberum hominem emptor sciens emerit, capitale crimen adversus eum ex lege 

Fabia de plagio nascitur, quo venditor quoque fit obnoxius, si sciens liberum esse 

vendiderit.

울피아누스, 法規則編錄 제1권.

자유인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한 경우 극형이 그를 상대로 略取에 관한 파비우

스법에 기하여 발생하며, 매도인이 그가 자유인임을 알면서 매도한 경우65) 같은 

형벌로 매도인 역시 처벌받는다.

그러므로 知事인 그대(= Proiectus)는 위급함으로 인하여 매수되었거나 어쩌면 (遺棄 상

태에서) 거두어진 자들에 관하여 사정을 참작하여 그들이 매수자나 거둔 자의 소유에 

계속 남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 朕들은 어떤 자에 의하여 (그들이) 반환요구되는 경우

에는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2배액이 지급되고 또 지출된 비용들이 상환되는 

때에 한하여 그들이 소유물반환청구자의 지배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바, 죽어가는 

자에게 급양을 제공한 행위가 생명을 보존한 자가 나중에 일방의 불이익으로 타방의 

이익이 되는 식으로 통탄할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Wieling, 17도 참조.
62) Knoch, 10; 119.
63) 상세는 Robinson, 32ff.
64) 이 글의 대상이 아니어서 다루지는 않지만 파비우스법은 또한 처음부터 타인의 노예

에 대한 略取를 처벌하였다(D.48.15.2, 3, 5, 6; Coll.14.2.1; Coll.14.3.4). 자유인 약취는 

처음에는 오히려 侵辱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lex Cornelia de iniuriis, 기원전 81년)에 

의하여 인격침해를 이유로 처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Robinson, 33 + nn.126-130.
65) D.40.5.10.2 Marcellus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 exemplo eius, qui liberi hominis 

emptorem simulata servitute decepit? ... (자유인을 매수하는 사람을 그 자유인이 노예인 

것처럼 꾸며서 속인 자의 예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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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8.15.4 Gaius 22 ad edictum provinciale.

Lege Fabia tenetur, qui sciens liberum hominem donaverit vel in dotem dederit, 

item qui ex earum qua causa sciens liberum esse acceperit, in eadem causa haberi 

debeat, qua venditor et emptor habetur. Idem et si pro eo res permutata fuerit.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22권.

알면서 자유인을 증여하거나 혼인지참재산으로 공여하거나, 또 이러한 원인들 중 

어떤 원인으로 그가 자유인임을 알면서 수령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동일한 범

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자도 파비우스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또 

그를 대가로 물건이 교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D.48.15.6.2 Callistratus 6 de cognitionibus.

Lege Fabia cavetur, ut liber, qui hominem ingenuum vel libertinum invitum 

celaverit invinctum habuerit emerit sciens dolo malo quive in earum qua re socius 

erit, ... eius poena teneatur.

칼리스트라투스, 비상심리절차론 제6권.

파비우스법에 이렇게 규정되었다: 출생자유인이나 해방자유인을 의사에 반하여 은

닉하였거나 속박하였거나 알면서 악의로 매수한 자나 이들 중 어느 행위의 공범

인 자는 … 이 법의 처벌66)을 받는다.

D.20.3.5 Paulus 5 sententiarum.

Creditor, qui sciens filium familias a parente pignori accepit, relegatur.

파울루스, 의견집 제5권.

알면서 家子를 家父로부터 담보로 수령한 채권자는 輕流配된다.

나. 자유신분의 회복 여부

법이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매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팔린 자는 추후 자유회복

소송을 통하여 원래의 자유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이에 관해서도 비교적 세

부적인 규율이 이루어졌다.

D.40.12.37 Callistratus 2 quaestionum.

Conventio privata neque servum quemquam neque libertum alicuius facere potest.

66) D.48.15.7 Hermogenianus 5 iuris epit.

   Poena pecuniaria statuta lege Fabia in usu esse desiit: nam in hoc crimine detecti pro 

delicti modo coercentur et plerumque in metallum damnantur.

   (파비우스법에 의하여 정해졌던 금전형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범죄로 

발각된 자들은 범행의 정도에 따라서 懲治되는데 일반적으로 광산노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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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스트라투스, 질의록 제2권.

私人간의 合約은 어떤 자유인도 다른 이의 노예로도 해방노예로도 만들 수 없다. 

D.40.12.33 Paulus lib. sing. de liberali causa.

Qui sciens liberum emit, quamvis et ille se pateretur venire, tamen non potest 

contradicere ei qui ad libertatem proclamat: sed si alii eum ignoranti vendiderit, 

denegabitur et proclamatio.

파울루스, 자유신분소송론 단권.

알면서 자유인을 매수한 자는 비록 그가 自賣를 용인했더라도 자유를 청구하는 

그에게 이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그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

람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자유 청구도 부인될 것이다.67)

D.40.12.7.2 Ulpianus 54 ad edictum.

Si quis sciens liberum emerit, non denegatur vendito in libertatem proclamatio 

adversus eum qui eum comparavit, cuiusque sit aetatis qui emptus est, idcirco 

quia non est venia dignus qui emit, etiamsi scientem prudentemque se liberum 

emerit. Sed enim si postea alius eum emerit ob hoc, qui scivit, ignorans, 

deneganda est ei libertas.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54권.

어떤 자가 알면서 자유인을 매수한 경우 매도된 자에게 그를 매수한 자를 상대로 

하는 자유 청구가, 매수된 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부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

록 자신이 자유인임을 知悉하고 있는 자를 매수했더라도 매수한 자는 용서를 받

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악의였던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그에게 자유가 부인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악의로 자발적으로 매도되고 그 대금을 챙긴 20세 이상의 자에게는 추후 

자유 청구가 차단되었다(D.40.13 Quibus ad libertatem proclamare non licet).

67) 매매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다. 

   D.40.12.23.1 Paulus libro 50 ad edictum.

   In summa sciendum est, quae de venditis servis, quibus denegatur ad libertatem 

proclamatio, dicta sunt, etiam ad donatos et in dotem datos referri posse, item ad eos, 

qui pignori se dari passi sunt.

   (요컨대 다음을 알아야만 한다. 즉, 자유 청구가 부인되는 매도된 노예들에 관하여 말한 

바가 또한 증여된 노예들 및 혼인지참재산으로 공여된 노예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스스로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용인했던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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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13.1 Ulpian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pr. Maiores viginti annis ita demum ad libertatem proclamare non possunt, si 

pretium ad ipsum qui veniit pervenerit: ex ceteris autem causis, quamvis maior 

viginti annis se venum dari passus sit, ad libertatem ei proclamare licet.

울피아누스, 原任統領 직무론 제2권.

20세 이상인 자는 대금이 팔린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비록 20세 이상인 자가 스스로를 팔리

도록 受忍한 경우에도 그에게 자유 청구가 허용된다.68)

1. Minori autem viginti annis ne quidem ex causa supra scripta debet denegari 

libertatis proclamatio, nisi maior annis viginti factus duravit in servitute: tunc enim 

si pretium partitus sit, dicendum erit denegari ei debere libertatis proclamationem.

그러나 20세 미만자에게는 상기 사유로 자유 청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

나 20세 이상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냐하

면 그 경우에는 대금을 챙겼으면 그에게 자유 청구가 부인되어야만 한다고 말해

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D.40.13.3 Pomponius libro 11 epistularum et variarum lectionum.

Eis, qui se passi sint venire, ad libertatem proclamandi licentiam denegari. Quaero, 

an et ad eos, qui ex mulieribus, quae se passae sint venire, nascuntur, ita senatus 

consulta pertinent? Dubitari non potest, quin ei quoque, quae maior annis viginti 

venire se passa est, ad libertatem proclamandi licentia fuerit deneganda. His 

quoque danda non est, qui ex ea nati tempore servitutis eius erunt.

폼포니우스, 서간집 및 選雅集 제11권.

스스로가 팔리는 것을 受忍한 자들에게는 자유 청구권이 부인된다. 질문: 팔리는 

것을 수인했던 여자들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에게도 이 원로원의결들이 그대로 적

용되는가? 20세 이상이면서 팔리는 것을 수인한 여자에게도 자유 청구권이 부인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녀가 노예일 때 그

녀에게서 태어난 자들에게도 부인되어야만 한다.

68) 同旨 D.40.12.7.pr. Ulpianus 54 ad ed.

   Liberis etiam hominibus, maxime si maiores viginti annis venum se dari passi sunt vel 

in servitutem quaqua ratione deduci, nihil obest, quo minus possint in libertatem 

proclamare, nisi forte se venum dari passi sunt, ut participaverint pretium.

   (자유인들에게도, 특히 20세 이상으로 자신이 팔리는 것이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受忍했던 경우라도, 자유신분으로 회복청구할 수 없도록 저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나눠먹기 위하여 스스로가 팔리는 것을 용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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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13.5 Paulus libro singulari ad senatus consultum Claudianum.

Si duo liberum hominem maiorem annis viginti emerimus, unus sciens eius 

condicionem, alter ignorans, non propter eum qui scit ad libertatem ei proclamare 

permittitur, sed propter eum qui ignorat servus efficietur, sed non etiam eius qui 

scit, sed tantum alterius.

파울루스, 클라우디우스 원로원의결 주해 단권.

우리 두 사람이 20세 이상인 자유인을 매수할 경우 1인은 그의 신분을 알고 다른 

1인은 모르면, 아는 자로 인하여 그에게 자유 청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

는 자로 인하여 그는 노예가 될 것인데, 그렇지만 아는 자까지 포함해서가 아니라 

다른 1인만의 노예가 될 것이다.69)

D.40.14.2.pr. Saturninus libro primo de officio proconsulis.

Qui se venire passus esset maiorem, scilicet ut pretium ad ipsum perveniret, 

prohibendum de libertate contendere divus Hadrianus constituit: sed interdum ita 

contendendum permisit, si pretium suum reddidisset.

사투르니누스, 원임통령 직무론 제1권.

자신이 20세 이상인데 팔리는 것을 다름이 아니라 대금이 자신에게 귀속하게끔 

수인한 자는 자유에 관하여 쟁송하는 것이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神皇 하드리아누

스가 傳敎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가 자신의 (매각)대금을 반환했으면 쟁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C.7.18.1.pr. Imperator Gordianus (a.239). 

Dispar causa est eius, qui dissimulata condicione sua distrahi se passus est, et eius 

qui pretium participatus est. Nam superiori quidem non denegatur libertatis 

69) 異見 D.40.12.7.3 Ulpianus 54 ad ed.

Si duo simul emerint partes, alter sciens, alter ignorans, videndum erit, numquid is qui 

scit non debeat nocere ignoranti: quod quidem magis est. Sed enim illa erit quaestio, 

partem solam habebit is qui ignoravit an totum? Et quid dicemus de alia parte? An ad 

eum qui scit pertineat? Sed ille indignus est quid habere, quia sciens emerit. Rursum 

qui ignoravit, non potest maiorem partem dominii habere quam emit: evenit igitur, ut ei 

prosit qui eum comparavit sciens, quod alius ignorav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54권.

2인이 동시에 지분적으로 매수한 경우 한 명은 알고, 다른 한 명은 몰랐다면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실로 이것이 맞다. 그런데 몰랐

던 자가 일부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전부를 가질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무어라 할 것인가? 아는 자에게도 속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무엇인

가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 왜냐하면 알면서 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몰랐던 자는 

그가 산 것보다 더 큰 몫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고로 그 사람을 알면서 

샀던 자에게 다른 한 명이 몰랐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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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io, posteriori autem, et si civis Romanus sit et participatus est pretia, 

libertas denegatur.

자신의 (자유)신분을 은폐하고 자신이 팔리는 것을 수인한 자와 대금을 챙긴 자 사이

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에게는 실로 자유의 방어가 부인되지 않지만, 후자

에게는 그가 로마시민인데도 대금을 챙겼으면 자유가 부인되기 때문이다. 

자유우대에 관한 로마법의 입장은 다음의 법사료들에서도 드러나듯이 3세기까

지도 유지된 명백한 법이었다. 가령 디오클레티아누스만 하더라도 신생아가 부모

에 의해 노예로 매각, 증여, 기타 어떤 권원 명목으로 처분되어도 그의 자유신분에

는 하등 消長이 없다는 것을 명언하고 있는 것이다.

C.7.16.12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Si liberum te natum aliquis comparavit, statum retines, quem antea habuisti. ...

출생자유인인 그대를 어떤 자가 매수한 경우 그대는 그대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한다. …

C.7.16.10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Liberos privatis pactis vel actus quacumque administrati ratione non posse mutata 

condicione servos fieri certi iuris est.

자식들이70) 私人들 간의 약정들로써 또는 어떤 시행된 행위를 빌미로 삼아 신분이 

변동되어서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법이다.

C.4.43.1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4).71) 

Liberos a parentibus neque venditionis neque donationis titulo neque pignoris iure72) 

aut quolibet alio modo, nec sub praetextu ignorantiae accipientis in alium transferri 

posse manifesti iuris est.

자식들이 부모에 의하여 매도⋅증여의 권원이나 담보권 설정으로 또는 다른 여하한 

방식으로도,73) 또 수령자의 不知를 구실로도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

한 법리이다.

70) 이것을 자유인 일반의 의미로 새기는 견해도 있으나 잘못이다.
71) Mayer-Maly, 131; Herrmann-Otto, 174 n.18.
72) 同旨 C.8.16.6 (a.293). 
73) Cf. D.15.1.47.6 Paulus libro 4 ad Plautium.

   Quae diximus in emptore et venditore, eadem sunt et si alio quovis genere dominium 

mutatum sit, ut legato, dotis datione ...

   (매매에 관하여 말한 바는 같은 것이 또한 가령 유증, 혼인지참재산 공여 등과 같이 

다른 어떤 종류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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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26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4). 

Transactione matris filios eius non posse servos fieri notissimi iuris est.

母의 和解 계약으로 그 자식들이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周知의 법리이다.74)

다. 민사법: 자유인 매매의 효과

자유인을 파는 매매는 법률상 원시적 무효였으므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

으나, 선의의 매수인은 소송상 계약소권(actio empti)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다. 이 문제를 다룬 로마법의 법사료들이 예링이 계약체결상의 

과실론을 전개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75) 매매가 무효인 

만큼 자유인을 급부하겠다는 문답낙약 역시 구속력이 없었다.76)

라. 정리 

이러한 법의 입장은 자식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팔아넘기는 救活 목

적의 自賣 거래의 경우에까지도 적용되었던 확고한 것이었다. 반면에 이에 대한 

강조는 역으로 거래관념과 계약실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77) 그 배경으로는 

군인황제들의 無政府 시기가 초래했던 화폐가치 하락, 역병, 기아 등이 거론된다.78) 

그러나 자식 매매를 略取罪로 형사처벌하는 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79) 자매계약

74) 父도 할 수 없는 것을 家長權이 없는 母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명백하다.
75) D.18.1.4; D.18.1.6.pr.; D.18.1.34.2; D.40.12.17; D.18.1.70; Inst. Iust. 3.23.5; 상세는 

Choe, 13ff.; 17ff.; 29ff.; 77ff. 다만 그곳에서는 예링의 논의를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

명하려는 의도가 주였고 로마법 자체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는 말하자면 자제하였

기에 로마법 자체를 논하는 경우 더 살펴야 할 사료들이 논의에서 빠진 것들이 있다

(가령 하자담보 관련한 D.21.2.39.3; D.21.2.69.pr.; 특시명령에 관한 D.43.29.4.1)는 점에서 

다소간에 보완을 요한다.
76) Gai.3.97; D.45.1.83.5; D.44.7.1.9; D.45.1.103; D.45.3.34; Inst. Iust. 3.19.2; Choe, 29ff.
77) Mayer-Maly, 132f.
78) Mayer-Maly, 129 + nn.68-69.
79) C.3.15.2 Imperatores Dilcletianus, Maximianus (a.294). 

   Sciens liberum venumdando plagii crimen committit. Ab eo itaque, qui super hoc queri 

potest, aditus competens iudex, si is, quem puerum ingenuum vendidisse proponis, ibi 

degit, causam cognoscet.

   (自由人인 줄 알면서 매도하면 略取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관한 受訴

권한이 있는 담당 재판관은 출생자유인인 남자아이를 팔았다고 그대가 주장하는 자가 

그곳에 살고 있으면 사건을 심리할 것이다.)

   C.9.20.15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4). 

   Liberum sciens condicionem eius invitum venumdando plagii criminis poena tenetur.

   (그의 자유 신분을 알면서 의사에 반하여 매도하면 略取罪의 형벌로써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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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효라는 점, 스스로 팔린 것을 수인한 자라 하더라도 대금을 직접 챙기지 않는 한 

자유인 신분을 추후에 자유청구소송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는 

유지되었다. 이 시기 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Pauli Sententiae 5.1.1.80)

Qui contemplatione extremae necessitatis aut alimentorum gratia filios suos 

vendiderint, statui ingenuitatis eorum non praeiudicant:81) homo enim liber nullo 

pretio aestimatur.82) Idem nec pignori ab his aut fiduciae dari possunt: ex quo 

facto sciens creditor deportatur. Operae tamen eorum locari possunt.

僞파울루스 견해록 5.1.1.

극한의 곤경을 고려하여 또는 救活의 목적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매도한 자들은 

그들의 출생자유 신분을 해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유인은 어떤 代價로도 가액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들에 의하여 담보나 신탁에 

제공될 수 없다. 이런 행위를 이유로 알면서 받은 채권자는 重流配된다.83) 그렇지만 

그들의 勞務는 임대될 수 있다.

   C.7.16.37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4). 

   Si filium tuum liberum genero vendidisti, qui tam proxima necessitudine coniunctus 

condicionis ignorantiam simulare non potest, utrisque sociis criminis accusator deest.

   (그대가 그대의 자유인 신분의 아들을 妹夫에게 팔았다면 그는 극히 가까운 인척관계로 

결합된 자이므로 그 신분을 몰랐던 것으로 꾸밀 수 없는 자이고, 둘은 공범으로서 서로 

상대방을 소추할 수 없다.) 

   * 이곳에서 gener는 통상 “사위”(son-in-law)로 번역하나, 가족 간의 위계를 고려하면 

여기서는 “매부”(brother-in-law)가 맞을 것이다.
80) Mayer-Maly, 124ff.
81) 同旨 Fragmenta Vaticana 33: Augg. et Caess. Rutiliae Primae (a.313). 

Ingenuos progenitos seruitutis adfligi dispendiis minime oportere etiam nostri temporis 

tranquillitate sancitur, nec sub obtentu initae uenditionis inlicite decet ingenuitatem infringi. ...

(출생자유인 신분의 자손은 결코 노예 신분의 불이익으로 고통 받지 말아야 함이 또한 

朕(의 치세의 평안)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매매가 체결된 것을 핑계로 출생자유인 신분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82) 기원후 500년경 편찬된 동고크족의 법인 Edictum Theodorici 94가 이상의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흥미롭다. 아마도 게르만인들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로마인과 

동고트인 모두에게 적용된 동 법의 성격상 로마법의 원리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83) 고전법에서는 輕流配(relegatio)에 처하였다(Paul. D.20.3.5 cit.). 이것은 전재산 몰수와 

로마시민권 상실을 수반하며 이탈리아의 섬이나 리비아 사막 오아시스의 제한된 거소로 

종신 유배하는 중유배(deportatio)와 달리 형사판결 외에 정무관의 행정처분으로도 가능

하였으며 형사범의 경우에는 로마시민권 상실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 거소 

제한이 수반하기도 하였다. 특정한 지역으로부터 추방하는 것에 그치는 보다 완화된 

형태도 있었다. Berger, s.v. Deportatio (p.432); s.v. Relegatio (p.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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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기 후의 변화: 自賣의 제한적 허용84)

그러나 4세기 초의 콘스탄티누스 대에 오면 救活 목적으로 갓난아이를 노예로 

판 경우 노예 지위를 승인하고, 다만 자식을 되찾아 오려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 

기타 다른 노예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다시 자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복귀가능성을 

열어놓았다.

Fragmenta Vaticana 34: Augg. et Caess. Flauiae Aprillae (a.313).85) 

Cum profitearis te certa quantitate mancipium ex sanguine comparasse, cuius 

pretium te exsoluisse dicis et instrumentis esse firmatum, hoc a nobis iam olim 

praescriptum est, quod, si uoluerit liberum suum reciperare, tunc in eius locum 

mancipium domino dare aut pretium quo ualuisset numeraret. Etiamnunc, si a suis 

parentibus certo pretio comparasti, ius dominii possidere te existimamus. nullum 

autem ex gentilibus liberum adprobari licet. 

Subscripta XII kal. Aug. Constantino Aug. III cons.

그대가 확정금으로 핏덩이 노예를 매수하였음을 토로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

음과 증서로써 확증하였음을 진술하는바, 朕에 의하여 이미 일찍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즉, 그가 자신의 자식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다른 

노예를 소유주에게 공여하든가 그의 가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제, 그

대가 그 부모로부터 확정 대금으로 매수하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대가 소유주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朕은 판단한다. 그렇지만 異邦族의 일원은 누구도 자유로 

승인될 수 없다.

84) Fayer, 231ff.; Buckland, 420ff.; Kaser II, 131 + nn.24-28; 205 + nn.21-25; Jones, 853f. +

nn.70-72 (p.1356f.); Boswell, 16f.
85) Mayer-Maly, 134f. 역사학자 Herrmann-Otto, 174는 CTh.5.10.1 관련하여 ‘핏덩이’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한다. 즉 출생 후 父가 아이를 들어 올려서 자기 자식으로 승인하

지 않아서 家로의 受容이 거부됨으로써 그의 家父權에 복속하지 않고, 그래서 아직 씻

기지 않은 상태로 노예로 팔릴 수 있었던 아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설명은 게르만법 상의 儀式的인 자식에 대한 家受容(Aufnahme)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고(Ogris, col. 253f.), 로마법의 경우 혹 遺棄兒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매도된 갓

난아이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유기아의 경우 生父의 회복청구를 부인하는 

같은 황제의 칙령 CTh.5.9.1 (a.331) (“omni repetitionis inquietudine penitus summovenda 

eorum, qui servos aut liberos scientes propria voluntate domo recens natos abiecerint.”)이 

CTh.5.10.1 (a.329)과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rmann-Otto, 174는 자신의 이해

를 바탕으로 CTh.5.10.1 자체에서 유효한 매도와 자유 회복 소송의 허용 사이에서 모순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nicht widerspruchsfrei”), 더 나아가 Dillon, 46은 두 칙법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견해이다. 더욱이 Dillon, 46 n.44는 모순된다는 법규로 

CTh.5.9.1 외에도 Fragmenta Vaticana 34를 드는데, 분명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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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3.2 Imperator Constantinus A. provincialibus suis (a.329).86) 

Si quis propter nimiam paupertatem egestatemque victus causa filium filiamve 

sanguinolentos vendiderit, venditione in hoc tantummodo casu valente emptor 

obtinendi eius servitii habeat facultatem.

어떤 자가 극심한 가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핏덩이 아들⋅

딸을 매도한 경우 매도는 바로 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여 매수인은 이를 노예로 

보유할 권한을 가진다.

1. Liceat autem ipsi qui vendidit vel qui alienatus est aut cuilibet alii ad 

ingenuitatem propriam eum repetere, modo si aut pretium offerat quod potest valere, 

aut mancipium pro huiusmodi praestet. Dat. xv. kal. sept. Serdica, Constantino A. 

viii. et Constantino Caes. iiii. coss.

그런데 매도한 자나 양도된 자나 또는 기타의 자에게 그를 원래의 출생자유신분

으로 회복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그 현재가치 상당의 대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갈음하는 노예를 급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CTh.5.10.1 Imp. Constantinus A. Italis suis (a.329).

Secundum statuta priorum principum, si quis infantem a sanguine quoquo modo 

legitime comparaverit vel nutriendum putaverit, obtinendi eius servitii habeat 

potestatem: ita ut, si quis post seriem annorum ad libertatem eum repetat vel 

servum defendat, eiusdem modi alium praestet aut pretium, quod potest valere, 

exsolvat. Qui enim pretium competens instrumento confecto dederit, ita debet 

firmiter possidere, ut et distrahendi pro suo debito causam liberam habeat: poenae 

subiiciendis iis, qui contra hanc legem venire tentaverint. 

Dat. xv. kal. sept. Serdica, Constantino A. viii. et Constantino Caes. iv. coss.

先皇들의 제정법에 의하면 어떤 자가 핏덩이를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매수하

였고 救活할 생각이었으면 그는 이를 노예로 보유할 권능이 있다. 그리하여 어떤 

자가 수년 후 그를 자유로 회복청구하거나 노예로서 방어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다른 노예를 급부하든지 현재가치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적정한 

대금을 문서 작성 하에 공여한 자는 그를 확고하게 점유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그를 매각할 자유로운 지위 역시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를 시도한 자들은 처벌한다.

I n t e r p r e t a t i o.

Si quis infantem a sanguine emerit et nutrierit, habendi eum et possidendi liberam 

habeat potestatem. sane si nutritum dominus vel pater recipere voluerit, aut 

86) Mayer-Maly, 13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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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sdem meriti mancipium nutritori dabit, aut pretium nutritor, quantum valuerit, 

qui nutritus est, consequatur.

해  석.

어떤 자가 핏덩이를 매수하여 救活한 경우 그는 그를 보유하고 점유할 자유로운 

권능을 가진다. 실로 救活받은 자를 소유주나 父가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예를 救活者에게 공여하든가, 救活者가 구활받은 자의 가액 상

당의 대금을 얻을 것이다.

단, 이상의 사료와 일응 모순되는 듯한 사료가 또한 전해진다.

C.8.46.10 = CTh.4.8.6.pr. Imperator Constantinus (a.323). 

Libertati a maioribus tantum impensum est, ut patribus, quibus ius vitae in liberos 

necisque potestas olim erat permissa, eripere libertatem non liceret.

자유에는 先皇들에 의하여 지극한 중요성이 부여되었기에 옛적에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허용되었었던 父라도 자식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설은 父에게 자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모양의 이 개소는 역사적인 부분(과거의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어서, 당시에 예외

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처분을 허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87)

한편 391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는 어린 나이에 팔린 自賣노예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노역을 제공한 때에는 대금의 반환 없이도 원래의 자유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88)

CTh.3.3.1 Imppp. Valentinianus, Theodosius et Arcadius AAA. Tatiano pf. p.89)

Omnes, quos parentum miseranda fortuna in servitium, dum victum requirit, 

addixit, ingenuitati pristinae reformentur. Nec sane remunerationem pretii debet 

exposcere, cui non minimi temporis spatio satisfecit ingenuus. 

Dat. v. id. mart. Mediolano, Tatiano et Symmacho coss.

부모의 가련한 불운이 호구지책으로 노예신분으로 귀속시켰던 모든 자들은 예전의 

출생자유신분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그 출생자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만족시

켰던 자는 실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87) Mayer-Maly, 135.
88) Kaser II, 205 + nn.26-27.
89) Mayer-Maly, 139f.; Waldstein, 136f.; Willvonseder, 536ff.



36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2호 (2016. 6.)

I n t e r p r e t a t i o. 

Si quemcumque ingenuum pater faciente egestate vendiderit, non poterit in 

perpetua servitute durare, sed ad ingenuitatem suam, si servitio suo satisfecerit, 

non reddito etiam pretio, revertatur.

해  석.

어떤 출생자유인을 父가 궁핍 상태를 당하여 매도한 경우 그는 영구적 노예상태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고, 그가 자신의 奴役으로 만족을 준 경우 또한 대금 환급 

없이도 자신의 출생자유신분으로 되돌아간다.

451년 대기근이 발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식과 부모를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반포한 법은 

자유가 양도불가능한 것임을 고수하고 매도가 해소된다는 것을 선언하기는 

했지만(libero statui nullum praeiudicium patior inrogari), 이는 수령한 매매대금

의 120%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구제 조치에 대한 비용의 

보전을 명한 것인데,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다만 신속하게 돈을 벌기 위

하여 특히 비양심적으로 피해자를 敵인 야만인에게 전매하거나 해외로 이송한 

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과하였다.90) 원래는 매도인뿐 아니라 매수인 

90) Nov. Val. 33 Imp. Valentinianus A. Aetio patricio (451 Ian. 31).

   I n t e r p r e t a t i o.

   Hoc praecepit haec lex: Quicumque ingenui filios suos in qualibet necessitate seu famis 

tempore vendiderint ipsa necessitate conpulsi, emptor si quinque solidis emit, sex 

recipiat, si decem, duodecim solidos similiter recipiat, aut si amplius, secundum 

suprascriptam rationem augmentum pretii consequatur. Nam si huiusmodi personas aliqui 

aut ad extraneas gentes aut transmarina loca transferre aut venundare praesumpserit, ipse, 

qui hoc contra statuta praesumpserit, sex auri uncias fisco se noverit inlaturum.

   해  석.

   (이 칙법은 다음을 명하였다. 어떤 출생자유인이든 자신의 아들들을 어떤 궁핍 상태에

서 또는 기근 시기에 그 궁핍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5 솔리

두스로 매수한 때에는 6 솔리두스를 받고, 10 솔리두스로 매수한 때에는 12 솔리두스

를 같은 식으로 수령하고, 또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일 때에는 上記한 비율에 따라서 

대금 증액분을 획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어떤 자가 외국이나 해외 지역

으로 이송하거나 매각하기를 僭越한 경우 이러한 짓을 법령에 반하여 참월한 자는 

6 운키아의 金을 국고에 납부해야만 함을 알지어다.)

   
   CTh.4.8.6 Imp. Constantinus A. ad Maximum pf. U.

   I n t e r p r e t a t i o.

   Minor venditus, si post viginti et quinque aetatis suae annos iam maior effectus servierit 

aut in rebus emptoris actor aut cuiuslibet rei ordinator fuerit constitutus, quum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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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略取犯이었으나,91) 구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위법성

ingenuitate sua proclamaverit, sine praeiudicio servitii, quod gesserit, audiatur, nec hoc ei 

praeiudicium generet, quod eius, a quo emptus est, domum aut utilitates in annis 

maioribus positus visus est ordinasse.

   해  석.

   (미성년일 때 팔린 자가 25세를 넘긴 후에도 노예 노릇을 해서 혹은 매수인의 회계관

리인으로 혹은 어떤 사무이든 그 관장자로 선임된 경우 그가 자신의 출생자유신분에 

관하여 회복청구하는 때에는 그가 담당한 奴役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聽許될 것이며, 

또 그가 성년이 된 다음에 매수인의 家計나 그의 이익이 되는 사무를 관장했었다고 

보인다는 사실은 그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Hoc etiam de libertis lex haec praecepit custodiri, ut, qui intra quattuordecim annos 

fuerint manumissi et actum in maiore aetate positi gesserint patronorum, libertati eorum 

actus non praeiudicet servitutis, sed quum voluerint, suas aut de ingenuitate aut de 

libertinitate, intra tempora legibus constituta, proferant actiones. Sic etiam, si quis minor 

ingenuus a quolibet fuerit educatus et, liberum se esse nesciens, fuerit a nutritore 

distractus et actum vel utilitatem illius, a quo emptus est, ut servus gesserit, priusquam 

triginta annorum praeiudicio teneatur, potestatem habeat reclamandi, et quasi minor is, 

priusquam tempora suppleantur, amissam recipiat libertatem.

   (이 칙법은 또한 해방자유인들에 대하여 다음을 명하였다. 즉, 14세 이전에 해방되어 

성년이 된 다음에 두호인의 재무를 관리한 저들의 자유에는 노예 상태 때의 행위가 

害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원하면 출생자유신분에 관하여나 해방자유신분에 관

하여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또한 자유인 미

성년자가 어떤 자에 의하여 양육되고 자신이 자유인임을 모른 채 양육자에 의하여 매

각되고, 매수인의 재무 관리나 그의 이익이 되는 사무를 노예로서 관장한 경우 30년 

기간의 불이익으로써 구속되기 전에는 자유 회복청구의 권능을 가질 것이며, 동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그는 마치 미성년자인 것처럼 상실했던 자유신분을 회복할 것이다.) 

Quicquid vero eis ille, a quo empti sunt, vel tradidit vel donavit vel quaecumque ex rei 

suae administratione profecit, totum retinendi ac revocandi habeat potestatem. Si vero 

huiusmodi personis aliquid a quibuscumque aliis aut testamento aut donatione collatum 

est, id solum sibi iam liberi vindicent: nam quod de re patroni libertus vel emptoris 

ingenuus, dum serviret, profecit, libertati redditus libertus patrono, ingenuus emptori 

restituat.

(그러나 그들에게 매수인이 인도했거나 증여했던 것은 무엇이든 또 자신의 재산의 관

리로 인하여 주었던 이득은 무엇이든 매수인은 그 전부를 그들로부터 되찾고 회복하

는 권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것이 다른 자들에 의하여 유언

이나 증여로 부여된 경우에는 그것만을 자유인이 되는 때 소유물반환청구할 것이다. 

반면에 해방자유인이 두호인의 재산으로 또는 매수인의 재산으로 출생자유인이 노예 

노릇하는 동안 이득한 것은 자유신분으로 돌아가면 해방자유인은 두호인에게, 출생자

유인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것이다.)

Hi vero, qui in annis maioribus constituti sunt, scientes se esse ingenuos vel libertinos, 

si vendi acquieverint, in ea, ad quam scientes sua voluntate transeunt, servitute 

permaneant.

(그러나 성년 나이가 된 자들이 자신이 출생자유인이거나 해방자유인임을 알면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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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각된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92)

(3) 유스티니아누스법: 고전법으로의 복귀

게르만법과의 교착으로 진행된 동⋅서로마의 후대법93)과 중세 이후의 법94)에 

대한 더 이상의 고찰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모로 고전로마법의 원칙으로 돌아갔

던 유스티니아누스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채무노예는 물론이고95) 범법자를 노예로 파는 것도 금지하

리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는 알면서 자기 의사로 이전해 들어간 그 노예 상태에 계속 

남을 것이다.)
91) Pauli Sententiae 5.30b.1: 

Lege Fabia tenetur, qui civem Romanum ingenuum, libertinum servumve alienum 

celaverit vendiderit vinxerit comparaverit. Et olim quidem huius legis poena nummaria 

fuit, sed translata est cognitio in praefectum urbis, itemque praesidis provinciae extra 

ordinem meruit animadversionem. Ideoque humiliores aut in metallum dantur aut in 

crucem tolluntur, honestiores adempta dimidia parte bonorum in perpetuum relegantur.

(파비우스법에 의하여 책임지는 자는 출생자유인인 로마 시민, 해방자유인인 로마시민 

또는 타인의 노예를 은닉하고 매도하고 구속하고 매수한 자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법률의 형벌은 금전형이었다. 그러나 심리가 도시장관에게 이전되었다. 또 道伯에게 

비상심리 사법권이 있었다. 그리하여 하층민들은 광산노역형으로 보내지거나 십자가

형에 처해지고, 상류층은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하고 영구적으로 輕流配된다.)

D.48.15.7 cit. (위 주 66).
92) Liebs (2), 293. 이 점에서 스스로 매득금을 챙기기 위한 詐欺的 自賣의 경우 이미 고

전기 말에 정말로 노예로 만들었던 것과 다르다.

D.1.5.5.1 Marc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Servi autem in dominium nostrum rediguntur ... iure civili, si quis se maior viginti 

annis ad pretium participandum venire passus est. ...

(그런데 20세 이상인 어떤 자가 매각대금을 나눠먹기 위하여 자신이 팔리는 것을 용

인한 때에는 시민법에 의하여 노예가 되어 우리의 소유권으로 귀속된다.)

Inst. Iust. 1.3.4:

Servi autem ... iure civili, veluti cum homo liber maior viginti annis ad pretium 

participandum sese venumdari passus est. ...

(그런데 시민법상 노예는 가령 20세 이상인 자유인이 매각대금을 나눠먹기 위하여 자

신이 팔리는 것을 용인한 경우가 해당한다.)

D.1.5.21 Modestinus libro septimo regularum.

Homo liber, qui se vendidit, manumissus non ad suum statum revertitur, quo se 

abdicavit, sed efficitur libertinae condicionis.

(자신을 매도한 자유인은 해방되어도 그가 포기했던 자신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방자유인의 지위로 된다.)
93) Liebs (2), 294ff.; Mayer-Maly, 142ff.
94) Mayer-Maly, 15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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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96) 이런 법정책에 비추어 보면 유스티니아누스는 매각된 아이의 贖還 필요성

을 부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칙법집은 콘스탄티누스의 329년 칙법(C.4.43.2)

을 수용하였고, 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自賣 금지도 포함시켰지만, 새로운 관련 

금지 규정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Mayer-Maly에 의하면 遺棄兒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개소들97)의 취지로 보아 自賣노예의 경우에도 자유가 계속 유지된 

95) Nov. 134 c.7 (a.556).
96) Nov. 134 c.4 (a.556): ... ἵνα μὴ ... εὑρεθῶσιν ἀδίκως ... τοὺς ἁμαρτήσαντας πιπράσκοντες 

(... ne (sc. officiales) iniuste ... delinquentes vendere deprehendantur― Schoell/Krueger).

(朕은 사법관원들이 부당하게 범죄자들을 파는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97) C.8.51.3 Imperator Iustinianus (a.529). 

Sancimus nemini licere, sive ab ingenuis genitoribus puer parvulus procreatus sive a 

libertina progenie sive servili condicione maculatus expositus sit, eum puerum in suum 

dominium vindicare sive nomine dominii sive adscripticiae sive colonariae condicionis: 

sed neque his, qui eos nutriendos sustulerunt, licentiam concedi penitus (cum quadam 

distinctione) eos tollere et educationem eorum procurare, sive masculi sint sive feminae, 

ut eos vel loco libertorum vel loco servorum aut colonorum aut adscripticiorum habeant.

(짐은 아무도 출생자유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아이든, 해방자유인 家系의 유아이든, 

노예신분의 汚點이 있는 유아이든 遺棄된 경우 그 아이를 소유권 명의[즉 奴隸]로든, 

戶計登載農奴 신분 명의로든, 永借隸農 신분 명의로든, 자신의 소유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勅定한다. 또한 그들을 救活하기 위하여 거둔 자들에게, 그

들이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해방노예로서나 노예 또는 永借隸農 또는 戶計登載農奴

로서 갖기 위하여 그들을 收養하고 그들의 양육을 돌보는 것에 대한 승인이 전적으로

(혹종의 구별 하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칙정한다.) 

1. Sed nullo discrimine habito hi, qui ab huiusmodi hominibus educati sunt, liberi et 

ingenui appareant et sibi adquirant et in posteritatem suam vel extraneos heredes omnia 

quae habuerint, quomodo voluerint, transmittant, nulla macula vel servitutis vel 

adscripticiae aut colonariae condicionis imbuti: nec quasi patronatus iura in rebus eorum 

his qui eos susceperunt vel susceperint praetendere concedi, sed in omnem terram, quae 

romanae dicioni supposita est, haec obtinere. [이상 = C.1.4.24]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의하여 양육받은 자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자유인인데다 

출생자유인일 것이며 스스로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자신의 후손이나 家外 상속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할 수 있어, 노예 신분이

나 戶計登載農奴 또는 永借隸農 신분의 어떠한 汚點으로도 더렵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거두었거나 거둘 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에 대한 斗護人의 권리를 주장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로마의 지배에 복속된 모든 지역에서 적용된다.)

2. Neque enim oportet eos, qui ab initio infantes abegerunt et mortis forte spem circa 

eos habuerunt, incertos constitutos, si qui eos susceperunt, hos iterum ad se revocare 

conari et servili necessitati subiugare: neque hi, qui eos pietatis ratione suadente 

sustulerunt, ferendi sunt denuo suam mutantes sententiam et in servitutem eos 

retrahentes, licet ab initio huiusmodi cogitationem habentes ad hoc prosiluerint, ne 

videantur quasi mercimonio contracto ita pietatis officium ger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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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승인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98)

Ⅳ. 조선과 로마의 비교

조선과 로마의 自賣 관련 법사료들을 시대순으로 일별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

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사회 모두 自賣는 어디까지나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

고, 사회가 대체로 정상적인 경제적 여건 하에 있는 평상시에는 기본적 법질서의 

태도가 이를 금지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금지되는 自賣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大明律 略人略賣人조와 Lex Fabia는 규정의 대상(일반 양민/자유인과 

타인의 노비/노예)이나 행위 態樣 면에서 아주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명률

은 약취하여 처⋅자식으로 삼는 행위가 함께 규정된 것인데, 로마의 노예는 철저

하게 권리의 객체였기 때문에 적법한 혼인과 친족관계에서 제외되었기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흉년으로 인한 기근(fames)으로 생존이 걸린 경우 나타

나는 自賣는 양 사회 모두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로마의 경우 어린 자녀의 救活

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대응하는 현상이었다. 

노예와 노비의 법적 지위상의 질적인 차이는 당국의 대응책 마련에서도 유의미

한 차이를 가져왔을 수 있다. 그것이 단기 대책이든 장기 대책이든 그 사회의 능

(또 처음부터 유아들을 遺棄하여 어떤 이가 거둘지 여부가 불확실한 채로 방치하여 

이들이 어쩌면 죽기를 희망했던 자들은 이들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회복청구하

기를 시도하는 것이나 노예의 예속상태로 속박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들

을 憐憫에서 거두어들인 자들은 새로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들을 노예로 만

들고자 해도, 비록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 해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대가를 바라고 그처럼 연민의 책무를 행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함이라.) 

(관할 道伯, 주교, 기타 담당관들에게 동 법규의 준수를 명하고 있는 제3항은 생략)

참고로 6세기 耕作民은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 戶計登載農奴([censibus] adscripticius, 

ἐναπόγραφος [Nov. 22 c.17; Nov. 54 pr.; Nov. 162 c.2]), 永借隸農(colonus), 자유농민이 

그것이다. Adscripticii는 실제로 노예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토지에 緊縛되어 

있었고, 병역에서 배제되었다. Coloni는 토지에 세습적으로 묶여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유였다. 즉, 농노와 달리 이들은 지주를 제소할 수도 있었고,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

었으며, 군인이 될 수도 있었고, 지주의 동의 없이도 성직자 서품이나 수도원 입단이 가능

하였다. 자유농민은 단기의 소작을 하고, 그래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유하였다. 상세

는 Jones, 795ff. + 1326ff.(尾注).
98) Mayer-Maly, 141; Buckland, 422. 異見 Kaser II, 131 n.29; 205 +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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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가 취해진 것은 물론이다.99) 로마의 법질서도 종래 

부양능력 없는 부모들을 위한 公的 扶助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CTh.11.27 De 

alimentis, quae inopes parentes de publico petere debent: CTh.11.27.1 [a.315]; 

CTh.11.27.2 [a.322]100)).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특징을 하나만 든다

면 매우 독특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101) 災異에 대한 관념적인 祈禳的 국가의례

일 것이다.102) 결국 어느 법질서든지 자신의 법문화적 결정인자들(특히 주류이데

올로기)과 실정 법제도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우 18세기 이후 自賣가 증가하는 것을 노비시장의 활성화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더욱이 이것을 임노동으로의 轉化로 해석하여 갑오개혁

으로 노비제가 폐지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노비제는 폐지된 것이나 마찬

가지라고도 주장한다.103) 이는 自賣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였고 시장 기제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궁지에 몰려서 가까운 

주변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는 형편의 상대방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헐값에 자신이나 

처⋅자식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104) 自賣에 대한 설명으로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노비제와 같은 법제도를 경제현상으로만 파악하고 수량적 관점에서만 

고찰하다가 그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놓치고 만 것으로 평가된다.

1. 법률요건의 측면

(1) 생계 곤란으로 인한 糊口之策

自賣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조선도 로마도 모두 행위 

주체가 자신이나 처자식 기타 근친의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기아에 시

달리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근과 같은 객관적 상황 하에서 당사자들

의 계약을 법이 인용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 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유교적 

孝의 이념으로 인하여 장례 등을 위한 自賣가 인정되었던 것은 조선 특유의 현상

이었다.

99) 조선에 대해서는 한국고문서학회a. 196ff.; 로마에 대해서는 Garnsey, 229ff. 참조.
100) 남성현, 83ff.; 105ff. (번역 및 해설); 또한 브라운, 19ff.
101) 특히 유교정치사상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희덕, 17ff.; 또한 김석우, 154ff.
102) 이욱, 135ff. (祈雨祭); 299ff. (厲祭).
103) 이정수⋅김희호a, 176ff.
104) 同旨 김재호, 3ff.; 전경목,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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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주체

행위주체를 보면 행위객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범위가 결정되었다. 성년자

일지라도 자신을 스스로 팔 수 없었던 로마는 신생아의 매도만이 그것도 후대에서

야 법으로 인정되었기에 주체는 당연히 家父에 한하였다. 조선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를 팔 수가 있었고, 또 근친자들 사이에서 매득금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합의 매도가 인정되었기에 행위주체의 범위가 로마

보다 훨씬 넓다(본인, 부모, 남편, 기타).105) 비교 가능한 것은 물론 家長이 처⋅자식

을 파는 경우이다.106)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노비와 노예의 법적⋅사회적 지위

상의 차이로 인하여 로마 쪽이 노예화에 훨씬 민감하게 공포를 느꼈기 때문일 것

105) 박경a, 238ff. <표 1>, <표 2>, <표 3>.
106) 가령 남편이 자신과 아내를 함께 파는 사례로는 

◦ 同治元年(1861)壬戌2月11日宋參判宅奴永出前明文

   右文爲事段矣身以貧寒之致當此窮節難保其命故自身放賣爲乎矣金孫伊年三十三庚寅

生身果矣身之妻潤月年二十二辛丑生身乙價折錢文貳拾兩永永自賣爲去乎以此文記憑

考事

◦ 同治 元年(1861) 壬戌 2月 11日 宋參判宅 奴 永出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나의 몸이 貧寒한 탓으로 이 窮節를 당하여 목숨을 보존하

기 어렵기에 自身을 放賣하되 金孫伊 33歲 庚寅生의 人身과 나의 아내 潤月 22歲 

辛丑生의 人身을 돈 20兩으로 決價하여 永久히 스스로를 賣渡하니 이 文書를 가지

고 證據로 할 것.

夫 金 孫 伊 左寸

妻 潤  月

筆執 金 亨 淳

證人 張 六 福

   그리고 남편이 아내만 파는 사례로는 

   ◦ 光緖2年(1876)丙子11月李進士宅奴長興前明文

   右明文事段矣身遭此大侵之歲糊口無策故矣身妻姓安名陽月改名順任年二十身乙以救

活右宅前自賣□捧價陵十兩是遣許退事只待右宅處分是乎며日後如有不恭仰役之弊持

此告官辨正事

   ◦ 光緖 2年(1876) 丙子 11月 李進士宅奴 長興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나 自身이 이 큰 凶年을 만나 입에 풀칠할 계책이 없으므

로 나의 아내 姓은 安 이름은 陽月(改名 順任) 20歲인 人身을 救活하기 위하여 右

人宅에게 스스로 賣渡(缺字) 代價 60兩을 받고, 뒤에 되무르는 일은 다만 右宅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며 日後에 만약 奴役을 하는데 공손하지 아니한 일이 있거던 이 

證書를 가지고 官에 告訴하여 辨正할 것.

夫 李 萬 吉 手決

保同生 李 命 吉 手決

同生 李 順 永 手決

   이상 출처는 인터넷 사이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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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7) 조선에서는 奴婢가 비록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독자적인 

혼인능력⋅재산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 행위능력이 인정되었고108) 良人과 한가지

로 民의 일부로서 국가에 대하여 軍役을 제외한 각종 부담(田稅, 貢物, 徭役)도 

지는 존재였던 반면에,109) 로마에서 노예는 심지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완벽

하게 무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집단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110) 철저

한 권리무능력자였기 때문에111) 자유인인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팔리는 자가 

스스로 신분을 속이고 팔리는 두 가지 사안유형만이 가능하였다.112) 자식의 경우

에도 法認된 경우가 아니면 매도로 인하여 자유를 상실하지 않았고(노동력의 이

용일 뿐이다), 오히려 3회 매도를 하면 父權을 벗어나는 부권면제(emancipatio)

의 효과가 발생하였다.113) 妻를 매도한 夫는 시민법상으로는 가능한 것이었지만, 

107) 同旨 Boswell, 16.
108) 이와 관련하여 가령 전형택a, 343ff. (노비의 토지 소유)와 413ff. (양반가의 노비 소유); 

전형택b, 296ff. 참조.
109) 전형택b, 285ff.; 역사용어사 , “노비”, 378(김건태); 김용만a, 315ff.
110) 한 가내 노예에 의해 로마시장 Pedanius Secundus가 살해되자, 이를 계기로 오랜 관습법

을 재확인한 기원후 10년의 실라누스 원로원의결(Senatus consultum Silanianum) 참조. 

이에 의하면 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범행 당시 한 지붕 밑에 머물던 모든 노예가,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범으로 고문당하고 처형될 수 있었다(Tacitus, Annales 14.42-45). 

Robinson, 44f.; 또한 19 n.64.
111) D.50.17.32 Ulpianus libro 43 ad Sabinum.

Quod attinet ad ius civile, servi pro nullis habentur.

(시민법에 관한 한, 노예는 人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D.50.17.22.pr. Ulpianus libro 28 ad Sabinum.

In personam servilem nulla cadit obligatio.

(노예에게는 채권채무관계가 해당하지 않는다.)

D.28.1.20.7 Ulpianus libro primo ad Sabinum.

Servus quoque merito ad sollemnia adhiberi non potest, cum iuris civilis communionem 

non habeat in totum, ne praetoris quidem edicti.

(노예는 역시 정당하게도 격식행위에 활용될 수 없는데, 노예는 전적으로 시민법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法政官의 告示法에조차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노예도 물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동시에 사람이면서 

물건인 노예에 대해서는 Spengler, 1027f.
112) 역사용어사 , “노예제”, 378ff., 381ff. [3. 한국노비제의 문제](김경현): “조선시대 노비

제는 여러모로 농노제에 가깝다.”(383). 
113) Lex Romuli 8: (Romulus) omnem potestatem in filium patri concessit, idque toto uitae 

tempore, siue eum carcere includere, siue uerberare, siue uinctum ad opera rustica 

detinere, siue occidere uellet. － Etiam uendere filium permisit patri; － quin etiam hoc 

concessit patri, ut usque ad tertiam uenditionem per filium adquireret : post tertiam uero 

uenditionem liberabatur filius a patre (Dion., 2, 26, 4; 2, 27, 1-3; Cf. Papin., Coll.,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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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적으로 단죄되어 저주받은 자(sacer)로서 누구든 그를 살해해도 무방하

였다.114)

조선의 경우에는 어린 자손이 연로한 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를 

파는 自賣계약이 孝의 이름으로 주저 없이 法認되면서(‘효녀’ 심청!)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문제나, 어려운 유식한 문체로 작성

된 관련 문건의 신빙성 문제, 또는 대금액 관련한 불공정성의 문제 등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연소한 나이로는, 더욱이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 

필요한 학식을 갖출 여력이 전혀 없었던 평민으로서는, 명백히 그 작성을 기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115) 로마의 경우에는 自賣人은 항상 행위

능력자인 家父였고, 팔리는 객체는 신생아였으므로 이러한 것들은 문제되지 

않았다.

(3) 행위 객체

객체의 면에서 조선은 별다른 규율을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은 물론 처⋅자식 등

까지도 팔 수 있었다(위 주 106).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효력을 팔린 자의 後所

生에까지 확대할 수가 있었다. 로마의 경우 순수한 自賣는 핏덩이에 한하였다.116) 

일찍이 生死與奪權(vitae necisque potestas)을 가졌던 家長으로서 신생아의 家受容 

내지 遺棄를 결정할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飢餓의 비상사태라고 해서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엿보인다. 생사여탈권은 이미 일찍이 무제한

적인 권능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우구스투스 이래 제정기 내내 유아기를 지난 자식을 

XII Tab., 4, 2).

([로물루스는] 子에 대한 모든 권능을 父에게 인정했는데, 그것도 전생애의 기간에 

걸쳐서 그랬고, 그가 그를 옥에 가두기를 원하든, 笞를 치기를 원하든, 속박해서 

농촌 일에 묶어두기를 원하든, 혹은 죽이기를 원하든 불문하고 그랬다. － 또한 子를 

파는 것을 그는 父에게 허용하였다; － 심지어는 그는 父에게 세 번째 매도까지 子를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실로 제3의 매도 후에는 子가 父로부터 해방되

었다.)
114) Lex Romuli 9: qui (sc. maritus) autem uenderet uxorem, diis inferis immolari (Plut., 

Rom., 22, 3).

(그런데 妻를 판 夫는 지하의 신들에게 희생으로 봉헌된다.)
115) 대표적인 사례들은 박경b, 188ff. 정조 23년(1799) 8세 소녀 龍丹의 自賣문기에는 심

지어 정조 7년(1783) 제정된 字恤典則까지 원용하였다.
116) 이렇게 매수된 아이는 그 집안에서 alumnus (所養者)로 성장하였고 법적 지위는 노예

였지만, 다양한 출신의 모든 alumni가 노예인 것은 아니었다. 家에서의 이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Rawson, 17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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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적어도 318년에는 사문화되고, 테오도시우스 

법전의 반포로 확정적으로 폐지된다는 점117)도 고려할 일이다. 이전에 자신의 노예

였던 被護人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이들이 항시 전 주인을 상대로 半

자유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양

보로 볼 수 있다. 조선의 경우에도 박경a에서 살핀 사례에서는 자녀 1인만 매매한 

경우 35인 중 28명이 20세 이하였고(80%), 부모 및 다른 자녀와 함께 매매된 경우 

55인 중 51명이 20세 이하였고(92.7%), 이 중 15세 이하를 보면 각각 그 비율

이 92.9%, 92.2%로 나타난다.118) 김재호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알려진 49인 중 

38명이 20세 이하였고(77.6%), 이 중 15세 이하가 78.9%를 차지하였다.119) 15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에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로마와 달리 21세 이상도 自賣의 

대상이었다.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로마의 경우 비교적 세부적으로 규율이 되고 있는 스

스로 매매대금을 챙기려는 목적의 詐欺的 自賣 거래(위 주 92)는 조선에서는 알려

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사후적인 일의 경과를 생각해 보면 조선의 향촌사회에서는 

아마도 그 같은 일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4) 계약의 종류

기본적으로 대금을 받는 매매 형식인 것도 공통되고, 어린 자식의 경우 救活이

나 收養을 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공통된다. 다만 구활의 경우 일반 관념

상으로는 ‘팔아넘기는 것’에 해당하였지만, 조선에서는 보통 대가가 거래 시에 지

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매라기보다는 장차 그 

노동력의 이용과 먹여 살리는 급양이 상호적으로 결부된 특수한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로마에서는 사료상 매매 외의 다양한 처분 역시 계약의 

유형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계약형식이 다수 이용되던 로마사회와 그렇

지 않았던 조선사회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救活은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17) Harris, 92.
118) 박경a, 244 <표 4-1>.
119) 김재호, 23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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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효과의 측면

(1) 노비/노예화

법률효과는 노비가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영영 그 상태로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 기본

적이었지만, 조선의 경우 법질서가 애초에는 이를 雇工의 예로 처리하여 轉賣 및 

世傳은 금지하되 贖良은 허용하는 것이었다면, 로마에서는 贖還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조선의 自賣 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永永” 

自賣한다(즉 종신 사역)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었고, 실제도 법이 시행하고

자 한 雇工의 지위가 유지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後所生까지 포함

한다는 것까지도 관례적인 계약 문구였다.120) 

로마의 경우 詐欺的 自賣인 경우 後所生까지도 자유 회복을 부인하는 조치가 

보이는데(D.40.13.3 cit.), 반대해석을 하면 선의의 경우에는 後所生에게도 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轉賣 시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인 쪽도 로마였다.

(2) 贖還

贖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家主의 허락이 필요하도록 한 私家奴婢節目(1886)은 

조선조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贖良이 속량금 마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외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속량의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해서도 조선의 법은 정한 바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로마는 경우에 따라서

는 아무런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이, 또는 이미 제공한 奴役으로써 갚음을 한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했던 대금이나 상응하는 가치의 다른 노예를 제공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에 20%의 이자를 덧붙여서 갚음으로써 贖還이 가능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였다. 좀 더 실용적인 로마적 태도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로마의 경우에는 팔린 자의 연령에 따라서, 또 노예로서 노역한 기간에 

따라서 등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자유회복 청구권의 시효를 정한 것도 

로마법에서만 발견된다(CTh.4.8.6 Interpretatio; C.7.16.5). 반면에 당사자들의 自賣 

문권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法認하고 국가법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통제를 실제로 

120) 김재호가 연구한 46건 중 사역기간을 자신에 한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후손까지 

방매 5건, 영영방매(종신사역) 19건, 불기재 13건과 불명 7건이라고 한다. 김재호, 21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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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였던 조선은 그만큼 민생(민법생활) 자체를 국가 과제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생활현상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마련했던 로마의 태도는 기존법에 안주

하지 않고 부단히 무엇인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거의 대안 없이 시종일관 수수방관이었던 조선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강구된 방안은 법이 예정한 것이든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한 것이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대가 없이 돌려주느냐 아니면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느냐의 

문제인데, 대가의 방식에도 다른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속량가를 요구하기, 

이에 덧붙여 이자까지 요구하기 이외의 방법은 거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12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자율에 대한 규율이 그

것이다.

3. 주류이데올로기의 영향 면

로마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문제될 수 있다면, 조선의 경우 유교의 

영향은 아주 可視的이다. 官이 自賣 문기의 통제를 거의 포기한 背面에는 문권에 

표시된 존속 봉양 등의 孝를 강조한 명분에 그만큼 심정적으로나 자기정당화의 

차원에서 동조하였기 때문인데, 매수인 측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여 自賣를 촉성

시킨 것이 현실이었다.122) 그림(Grimm) 설화의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餓死 직전 

자식을 냉혹하게 버렸던 게르만사회의 參狀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沈淸傳이나 彩鳳感別曲의 모티브는 같은 참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昇華의 전형

이다.123) 이런 방식의 孝 의무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이의 희생에 둔감하게 

만드는데, 사회적 약자인 여자124)의 희생이 가장 두드러졌다.125) 다음은 임의로 

고른 조선의 사례이다.

121) 조선에 대해서는 전경목, 170ff.
122) 孝를 假裝한 自賣의 예는 전경목, 162ff.
123) 전경목, 141f.
124) 여성의 빈곤 상태에 대해서는 정해은, 4ff.
125) 김재호가 연구한 46건 중 여자비율은 60%였다. 김재호, 22 표 7. 중국의 경우에 대해

서는 특히 趙曉華, 229-254 (第七章 淸代灾荒中的婦女買賣及法律救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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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57권, 21년(1526 병술 / 명 가정(嘉靖) 5년) 7월 25일(병오) 3번째 기사126)

◦ 평안도 관찰사 윤은보(尹殷輔)가 치계하였다.

… 유학(幼學) 유인석(劉仁碩)은 본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의 뜻을 잘 받들

었습니다. 장가들어 살림을 나 살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와서 뵈었고, 아비 유계선

(劉繼先)이 광질(狂疾)에 걸려 날로 점점 심해져서 거의 죽게 되어서는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손가락을 끊어 효험을 보았다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얘기를 보고, 몰래 도끼를 가져다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불에 태운 다음 이를 빻아 물에 타서 드리니, 그 병이 드디어 치유되었습니다. 

그 뒤 아비가 죽자 삼년상을 치르면서 양념 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어미를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마음을 다해 효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운산군(雲山郡) 유학 유해(兪諧)의 양녀(良女) 출신 아내 중지(中之)는 남편이 

중풍(中風)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거의 1년이나 계속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성껏 약시중 드노라 밤새도록 자지 않고 하루종일 먹지 않은 적도 

허다해서 형용이 바싹 야위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다가 

시부모가 굳이 권해서야 비로소 죽을 마셨습니다. 자식들이 춥고 배고프다고 울부

짖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재물을 다 들여 제물(祭物)을 정하게 마련해서 1백일 

간의 전제(奠祭)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모두 늙어서 생계를 도모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몸소 베를 짜서 직접 팔아다가 근근히 봉양했습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매달 1일과 15일의 전제를 빠뜨리지 않았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친정 부모가 청상 과부된 것을 딱하게 여겨 개가(改嫁)시키려 했지만 맹세코 죽

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살았을 때와 똑같이 시부모의 음식 봉양과 

안후를 보살폈습니다. …

반면에 로마의 경우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논하는 맥락은 自賣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自賣를 억제하고 贖還權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127) 문제는 실질적인 생존의 확보라는 현안의 해결에만 관심을 쏟는 

126) ◦ 平安道觀察使尹殷輔馳啓曰: “… 幼學劉仁碩, 性本至孝, 承順父母, 娶妻出居, 日三

來見。 其父繼先得狂疾, 日漸加發, 幾至死域。 日夜在側, 百藥無驗。 閱 ≪三綱行實≫, 見

斷指得效事, 潛引斧, 自斷手指, 燒磨調水以進, 其疾遂愈。 其後父死, 居喪三年, 不食鹽

菜, 迎母于其家, 盡心孝養。 雲山郡幼學兪諧妻良女中之, 其夫中風, 幾死復蘇者, 幾至

一年。 奉藥日勤, 終夜不寐, 竟日忘食, 形容枯槁。 及其夫死, 不食勺飮。 舅姑强勸, 始

歠粥。 子女皆幼, 呼寒啼飢, 猶不暇顧。 竭財盡力, 精具祭物, 不廢百日之奠。 舅姑皆老, 

不能謀生, 故自織自賣, 僅得奉養。 雖窮乏, 每設朔望之奠。 三年後, 父母哀其窮寡, 欲

改嫁, 誓死拒之。 舅姑朝夕之奉、溫凊之供, 一如夫在之時。 …”.
127) 신중한 의견 Mayer-Maly, 137ff.; 테오도시우스에 대해 긍정설 Waldstein,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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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더 큰 시야에서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실질적 생

존만이 아니라 형식적 법적 지위까지도 중시하고 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태도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굶어 죽게 생긴 자가 남의 재산을 훔친 

경우 재산권보다 더 높은 생명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이런 때에는 예외적으로 절

도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의 대단히 법적인 논의128)와 같

은 것이 조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도 법보다 우선적으로 情과 理에 따라서, 추상

적이고 분석적인 논리가 아니라 관계적 논리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

는 문화 풍토였던 까닭이다.129)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제대로 못한 채130) 

孝의 실천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이의 희생을 정당화하기만 했지, 그렇다고 바로 

그 이유로 贖良을 우대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의 

孝는 철저히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였다.

Ⅴ. 맺음말 

Detlef Liebs는 게르만-로마법의 自賣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끝맺음을 하였다.131)

“참으로 여기서 문제는 국가에 의한 집행조치라는 의미의 채무노예가 아니었고 

또 그것일 수도 없었다. 당국은 채무초과자들에게 자신의 노예화를, 스스로 초래

하도록 명하기도 했지만, 맡겼다. 통상 그에게는 살아남고자 한다면 다른 대안은 

없었다. 그리고 채무초과 없이 곤경에 처하게 된 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노예

제는 전쟁에서의 살육, 사형 및 감옥형에 대한 대안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128) Mäkinen, 37ff.
129) 예컨대 丁若鏞(1762-1836)의 牧民心書(1818)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들은 이러한 전통적 

사고방식이 19세기에 진입해서도 여전히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했었음을 잘 보여준다.

   ◦ 刑典六條 聽訟: 債貸之訟 宜有權衡 或尙猛以督債 或施慈以已債 不可膠也.

(채권 관계의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번역문 출처는 인터넷 사이트 ④.
130) 오늘날까지도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의 문제, 그와 함께 국가 의무의 정확한 

획정이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미발달 상태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Shelton, 1309ff.
131) Liebs (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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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당시 갈리아와 스페인에서 아직 전 지역을 포괄하여 제공할 수 없었던 

흠결된 社會扶助의 대안제도이기도 하였다. 투르(Tours)의 계약서집성에 보면 

생마르틴이나 다른 교회의 등재 貧民들(matricularii)은 그들이 한 遺棄兒를 죽게 

할 수 없었다는 데 대해 장황하게 自畵自讚을 한 후 그 아이를 팔아넘겼다. 충분

히 빈번하게 노예제조차도 효과가 없었고, 그러면 오직 餓死만이 남았다. 부모가 

헨젤과 그레텔에게 예정했던 餓死 말이다.”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전근대사회, 특히 고대세계는 다양한 형식의 自賣가 

알려져 있었다. 흥미롭게도 自賣 자체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입장, 

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전적으로 포기

하는, 즉 인격(Person)이기를 포기하는 계약, 그래서 계약을 지킬 의무를 가질 수 

없는 계약은 폭력만을 승인할 뿐이므로 그 자체로 모순이고 전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입장(Kant)132)은 법실무의 차원에서는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런 

계약을 개인에게 귀속되는 법인격의 중요성과 자유의 가치에 비추어 가급적 제한

하려는 시도가 유스티니아누스에게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했다면, 고종 때의 조

치는 아무래도 법외적인, 특히 奴主 계층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에 크게 

좌지우지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법질서의 역사적 변전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大災難은 인

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격체인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팔아버리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엄연한 인간 조건을 증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질서란 항상 불완전한, 그리고 부단히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의 작품

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법질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스스로 가꾸어 온 문화 

풍토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133) 그때 온갖 기술적인 제약에도 불구

132) Lienemann, 156.
133) 예컨대 테베에서는 아이를 遺棄할 수 없고 대신에 궁핍한 경우 행정관에게 送致해

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自賣의 대안 중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Aelianus, Varia historia 2.7:

This is a Theban Law most just and humane; That no Theban might expose his 

Child or leave it in a Wilderness, upon pain of death. But if the Father were 

extremely poor (πένης ἐς τὰ ἔσχατα), whether it were male or female, the Law 

requires that as soon as it is born it be brought in the swaddling-clouts to the 

Magistrate, who receiving it, delivers it to some other for some small reward, 

conditioning with him that he shall bring up the Child, and when it is grown up take 

it into his service, man or maid (δοῦλον ἢ δούλην), and have the benefit of its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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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갈 길을 向導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각 법질서가 전제하고 있는 궁극의 人間像

이다.134) 

이런 의미에서 법학방법론은 法技術的 방법론의 개발에 힘쓰는 것이 항상 1차적인 

실용적인 과제인 만큼이나,135) 아니 그 이상으로, 부단하게－Wer sich mit dem 

Recht beschäftigt, findet keine Ruhe!136)－인간의 객관조건인 사물의 본성(natura 

rerum)에 대한 궁구와 주관조건인 법문화적 인간학에 대한 성찰(anthropologia 

iuridica)을 자신의 존재이유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現象으로서의 인간을 理

念으로서의 인간으로부터 이해하는 것137)이 긴요한 것이다. 동시에 법의 人間像 

역시 변화하고 교체하는 自己企投(Selbstentwürfe)의 개별적 특성들의 종합이라는 

사실138)을 유념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우리는 일정한 인간상을 

전제하지만, 역으로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상은 또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그 변모가 우리의 理想에 더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理想에서 점점 멀어질 

것인지는 公的 책임영역인 법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그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

게 부담해야 할 영예로운 과제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사학의 입장에서 과거의 두 법질서를 記述하고 비교하는 작업으

로 그쳤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더 나

아가서 그 법적 내용들을 正義,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의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검토 작업을 인도하는 방법론은 법을 이해하

고 적용하는 이성적 길(μέθοδος)이라는 의미의 방법론에 다름 아니다.139) 다행스럽

in requital for its education.
134) Cf. Barsch/Hejl, 7ff.; El Karount, 229ff.; Mock, 29; Jenkins, Social Order and the Limits 

of Law (Princeton, New Jersey 1980), 314: “Every legal system rest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upon a theoty of man. In both cases (and especially the latter), the 

underlying theory is apt to be present only implicitly. But this does not lessen its 

influence ....”(Bodenheimer, 19에서 재인용).

법이 원칙적으로 인격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인간상에 의하여 규정된 一義的인 

추론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Höcker, 496), 반드시 인격중심주의(Personalismus)적인 

법이어야만 인간상의 역할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135) 실정법질서 내재적 방법론은 자칫 교조주의(dogmatism)에 흐를 수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교조주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정수단은 비교법적 관점이다. 同旨 Jørgensen, 13ff.; 

또한 Hall/Ames, 89.
136) Troller, 153.
137) Coing, 229 (Schleiermacher의 말이라고 한다).
138) Henkel,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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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우리는 이 길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싶다.140)

自賣는 먹고사는 생존이 풍전등화일 경우 예외 없이 등장했던 인류보편의 현상

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141) 이 글에서는 조선과 로마를 

走馬看山 격으로 비교하는 데 그쳤다. 향후 다른 여러 문명과 문화의 사례들을 더 

넓고 더 깊게 비교 분석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해온 인류의 법적 대응방식을 살핌으

로써 우리 인간이 과연 얼마나 이성적으로 공존의 지혜를 발휘해 왔는지 자기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9) Cf. Reimer, 431ff.
140) Cf. Boukema, 713ff.
14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1호(“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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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로마법 사료 색인> (알파벳순)

※ 일반 숫자 = 면, n. = 각주 

Codex Iustinianus

2.4.26 31

3.15.2 n.79

4.43.1 30

4.43.2 34

7.16.1 22

7.16.5 n.58

7.16.10 30

7.16.12 30

7.16.37 n.79

7.18.1.pr. 29

8.51.3 n.97

8.46.10 35

9.20.15 n.79

Codex Theodosianus

3.3.1 35

4.8.6 Interpretatio n.90

4.8.6.pr. 35

5.10.1 34

Constitutiones Sirmondianae 

5 n.61

Digesta Iustiniani

1.5.5.1 n.92

1.5.21 n.92

15.1.47.6 n.73

20.3.5 26

28.1.20.7 n.111

40.12.7.pr. n.68

40.12.7.2 27

40.12.7.3 n.69

40.12.23.1 n.67

40.12.33 27

40.12.37 26

40.13.1 28

40.13.3 28

40.13.5 29

40.14.2.pr. 29

48.15.1 25

48.15.4 26

48.15.7 n.66

48.15.6.2 26

50.17.22.pr. n.111

50.17.32 n.111

Fragmenta Vaticana

33 n.81

34 33

Institutiones Iustiniani

1.3.4 n.92

Lex Romuli

8 n.113

9 n.114

Novellae Valentinianae

33 Interpretatio n.90

Pauli Sententiae

5.1.1 32

5.30b.1 n.91

투고일 2016. 3. 10    심사완료일 2016. 5. 18    게재확정일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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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ology of Law and Legal Culture

－A Comparative Perspective Exemplified by a Contract of Self-sale－

Choe, Byoung Jo*

142)

In this article a focus is put on a comparison of Roman law and traditional law of 

Joseon Korea in the case of a self-sale contract. This originally was a contract by 

which a free person sold himself into servitude, when he suffered under a famine, 

to survive. Usually, however, its meaning also covers a sale of one’s near relatives, 

especially children, grand-children and spouse, or occasionally even parents, 

grandparents etc. There occurred sometimes a sale of a free person who had no 

relationship with the seller. Roman law knew the latter two kinds, the law of Joseon 

Korea the former two kinds.

It is astonishing to find out that in Korea, as far as the law of Joseon Korea is 

concerned, any significant study on the legal ascpects of the problem has been 

undertaken, although the forfeiture of the free status of a person was a critical issue 

at that time too. Most of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the social or economic 

aspects. The legal consequences were usually also extended to the descendants of the 

person sold. These harsh effects of the contract were justified most tacitly with the 

survival of the concerned in view. 

The different rulings of Rome and Joseon can be explained to a certain extent 

from the fact that a Roman slave was near at a thing without any personal right, 

whereas the Nobi-system of Joseon Korea treated nobi (no as a bondman and bi as 

a bondwoman) nearly like a free person, permitting them to enjoy proprietary rights 

as well as rights of family law including marriage and inheritance. Thus, it seems 

that Roman law was more rigorous than the law of Joseon Korea in tolerating such 

a contract. 

* Professor,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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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is difference can not explain all of the different attitudes of both legal 

systems towards the issue. Roman legal culture was more inclined to argue from the 

basic viewpoint of its legal anthropology and to sanction in real legal terms more or 

less in detail. The law of Joseon Korea departed from the unavoidable material crisis 

of a person’s life which the state could not overcome either, and was compelled 

thus to yield to the real conditions confronting them to the effect that it recognized 

the contract in a series of unwilling policies in the face of great famines. Legal 

arguments were not on the surface, but frequently moralizing justification such as 

pietas (above all filial reverence and love to the parents) came to the fore. The 

position of the sold was till the end of the dynasty very weak and meager, so that 

the interests of the nobi-owners prevailed even in the reforming royal decree of the 

King Gojong for the protection of such nobi and their descendant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comparison demonstrates, on the one hand, that great catastrophes like 

famines etc. belong to the condicio humana which may compel any one to surrender 

his freedom for his survival and, on the other hand, that a legal order always offers 

and can only offer legal solutions which necessarily leave much to be desired 

and incessantly transforms itself in reaction to the changing reality. And the very 

reaction of a legal order is fundamentally influenced by its legal anthropology. Legal 

methodology must always consider and reconsider real factors of the human life and 

adjust human behavior to them according to the Menschenbild its legal anthropology 

has developed.

Keywords: bondman, bondwoman, contract of self-sale, law of Joseon Korea, legal 

culture, methodology of law, Roman law, sale of a free person, sl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