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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로마 후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1)

崔 秉 祚**

Beneficium est praeceptoris mei, quod institutis liberalibus profeci.1)

(내가 자유인에 걸맞은 학문들에 있어서 진척을 이룬 것은

내 스승님의 은혜이다) 

Ⅰ. 머리말

흔히 법의 민족이라고 부르고, 후대의 법학에 지대한 향을 미쳤던 고대 로마

의 법학교육은 어떠했을까? 이같은 질문은 요즈음과 같이 법학교육의 개혁이 초

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물음이라고 하겠다. 이 에서

는 먼저 로마의 법학교육의 변천상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개관한 후에 (II), 로마

후기의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규율을 역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III). 존

경하옵는 백충현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면서 불현듯 법학교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뇌리를 스쳤고, 그 김에 전공인 로마법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한 것이 이 소고로 표출되었지만, 막상 기본적인 법사료에 대한 소개 이상의 성

과는 보여주지 못하는 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가납하여 주시기를 앙망할 뿐이다. 논문의 말미에 수록한 참고문헌들은 

편의상 필자명만으로, 필요시 연도를 부기하여 인용한다.

 * 이 은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출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

구비의 지원을 받은 것임.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Seneca, de benef.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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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로마의 법학교육의 변천상

1. 共和政期와 元首政期

로마의 경우 초기에 神官團에게 독점되었던 법학2)이 개방되어 일반인의 활동

역으로 자리잡은 이래로3) 티베리우스 코룬카니우스(Tiberius Coruncanius, 기원

전 약 320-243년)가 최초로 공개적인 교수활동을 하 다고 전해지거니와,4) 자고

로 로마의 법학교육은 법률문제에 대하여 해답하는 스승의 곁에서 문하생으로서 

이를 듣고 때로는 토론을 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이후 법학교육에 힘을 기울인 

법학자들이 나오면서 여러 제자를 상대로 한 일반수업(instituere)과 개인교수

(instruere)가 행해졌으나,5)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구별은 아직 예리하지 않았다. 

공화정기와 제정기에 걸쳐서 살았던 라베오(Labeo)는 일년의 반은 실무와 교육

에, 다른 반은 집필활동에 바쳤던 것으로 유명하다.6) 법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은 완전한 자유 다. 이와 같이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사회적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후속세대의 양성을 말하자면 중상류의 시민사회가 맡아온 것이 고전

기까지의 대체적인 모습이었다.7) 법학수업은 교수의 개인 사저에서 이루어졌지

만, 수강생이 많은 경우에는 강당(auditorium)을 빌리기도 하 다.8) 국가가 강당

을 마련해 주기도 하 고,9) 아우구스투스는 법학도서관을 기증하기도 하 다.10) 

2) Cf. Salvatore Tondo, “Appunti sulla giurisprudenza pontificale,” in: Per la storia del 
pensiero giuridico romano, dall'età dei pontefici alla scuola di Servio. Atti del 
seminario di S. Marino, 7-9 gennaio 1993, a cura di Dario Mantovani (1996), 1ff.

3) 상세는 Cannata (1997); Cannata (1989), 22ff.; Schulz, 5ff.; 졸저, 로마법강의(1999), 
233ff.

4) Pomp. D.1.2.2.38: qui primus profiteri coepit; Gell. N.A. 13.13; Cannata (1997), 145ff.
5) Wenger, 611f.
6) Pomp. D.1.2.2.47; Cannata (1997), 304f.
7) 상세는 Kodr bski. 177ff.; Schulz, 55ff.; 119ff.; 개관은 Wieacker (1961), 128ff.; 

Hübner, 231ff.; Marrou, 530ff.
8) Tryph. D.23.3.78.4: ego dixi in auditorio; Paul. D.12.1.40: lecta est in auditorio 

Aemilii Papiniani.
9) Marcian. D.40.15.1.4: ego quoque in auditorio publico idem secutus sum; Gell. 

13.13.1: in plerisque Romae stationibus (cf. Ulp. D.47.10.15.7) ius publice docentium 
aut respondentium. Wenger, 614; Hübner, 238.

10) Schol. Iuven. 1,128: aut quia iuxta Apollinis templum iuris periti sedebant et 
tractabant, aut quia bibliothecam iuris civilis etliberalium studiorum in templo Apoll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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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元首政에 진입하면서 보다 많은 행정수요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국가

의 관심이 증대하고 일정한 지원책과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화정기

까지의 교육과 같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적인 결합관계가 여전히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1) 법률가들 중에서도 거의 전적으로 법학교육에 전념하는 유형

의 인물들, 말하자면 법학교수에 해당하는 활동에 주력한 인물들(대표적: 마수리

우스 사비누스[Massurius Sabinus], 가이우스[Gaius], 플로렌티누스[Florentinus], 아

일리우스 마르키아누스[Aelius Marcianus])도 배출되었으나, 물론 소수 다.12) 시

간이 지나면서 지방에도 법학교육이 자리잡기 시작했을 것이다.13)

그러나 무엇보다도 3세기 중반 이래 고전법학의 쇠락14)과 더불어 법학은 이제 

명망가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났고, 그 자체 강단학문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르

다.15) 이 시기에 법학교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기껏해야 로마의 법학교수에게 

후견사무의 부담을 면제해 주었던 일16) 정도 다. 그러나 國祿의 지급에 관한 기

Palatini dedicavit Augustus (혹은 아폴로 신전 옆에 법학자들이 자리 잡고 법을 논하

거나, 또는 법학과 자유학예의 도서관을 팔라틴 아폴로 신전 내에 아우구스투스가 

헌납하 기 때문에). Wenger, 614 n.171; Hübner, 238 n.54. 팔라틴 도서관에 관해서

는 우선 라이오넬 카슨 지음, 김양진․이희  옮김, 고대 도서관의 역사, 수메르에서 
로마까지(2001), 203-206.

11) 상세는 Liebs (1976), 197ff.
12) Schulz, 107. 이들의 법학입문서에 관해서는 Schulz, 156ff.
13) 상세는 Liebs (1976), 288ff.
14) 이러한 사실은 로마인들 자신이 잘 인식하고 있었다. Cf. Nov. Theod. 1.pr (a.438): 

Saepe nostra clementia dubitavit, quae causa faceret, ut tantis propositis praemiis, 
quibus artes et studia nutriuntur, tam pauci rarique extiterint, qui plene iuris civilis 
scientia ditarentur, et in tanto lucubrationum tristi pallore vix unus aut alter receperit 
soliditatem perfectae doctrinae.

   (자주 관대한 朕들은 어떤 이유가 예술과 학문이 진작되는 그 엄청난 특전에도 불구

하고 법의 학식으로써 충만하게 풍요로워진 자들이 그렇게 소수이고 드문지, 그리고 

밤샘공부로 인한 근엄한 창백함 속에서 한두 명도 완성된 학문의 견실함을 얻은 자가 

거의 없는지 당혹스러웠다.)
   2세기 말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까지의 법학의 퇴조에 관해서는 Honoré (1981), 

54ff.,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법학의 위기에 관해서는 Honoré 
(1998), 1ff.

15) Hübner, 240; Wieacker (1981), 157.
16) Mod. D.27.1.6.12: Ν μων δ  διδ σκαλοι ν παρχ  διδ σκοντε  φεσιν ο κ [ ξουσιν] 

< χουσιν Krüger>, ν Ρ μ  δ  διδ σκοντε  φ ενται (지방에서 법을 가르치는 자는 

면제받지 않으나, 로마에서 가르치는 자는 면제된다): Ulp. Fr.Vat. 150 (... neque hi 
qui ius civile docent a tutelis excusantur)에 의하면 정반대인데, 이로 미루어 울피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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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학자를 비롯한 다른 학과의 교수들에게 이미 베스파

시아누스 황제(69-79년)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었던 것17)을 고려하면 특이한 점이

다. “최고의 聖護物”(res sanctissima)이라는 법학18)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전기의 학파 대립이 사라진 후에도 로마의 법학교는 제국의 중심 법학교로

서 역할을 하 던 것으로 보인다.19) 지방으로부터 기초 인문학을 마치고 로마로 

유학오는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법률사료에도 종종 보인다.20) 카라칼라 황제(211 

스 후에야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Wenger, 614 n.172. 이에 대해서

는 바티칸 단편을 부주의한 요약으로 보고, 지방의 법학교수에만 관련된 것으로 해석

하는 이견 (Schulz, 273 n.12)이 있다. 로마와 다른 지역의 다른 분과 교수들에 대한 

후견 면제는 Inst. 1.25.15.
17) Sueton. Vespas. 18: primus e fisco Latinis Graecisque rhetoribus annua centena 

constituit (베스파시아누스는 처음으로 元首金庫로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수사학교

사들에게 연봉 1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조치의 최초의 

수혜자는 퀸틸리아누스 다. Wenger, 614 n.172; Hübner, 237 n.46; Hahn, 103f. n.18.
18) Ulp. D.50.13.1: 
   pr. Praeses provinciae de mercedibus ius dicere solet, sed praeceptoribus tantum 

studiorum liberalium. liberalia autem studia accipimus, quae Graeci λευθ ρια 
appellant: rhetores continebuntur, grammatici, geometrae. ... (4) An et philosophi 
professorum numero sint? et non putem, non quia non religiosa res est, sed quia hoc 
primum profiteri eos oportet mercennariam operam spernere. (5) Proinde ne iuris 
quidem civilis professoribus ius dicent: est quidem res sanctissima civilis sapientia, sed 
quae pretio nummario non sit aestimanda nec dehonestanda, dum in iudicio honor 
petitur, qui in ingressu sacramenti offerri debuit. quaedam enim tametsi honeste 
accipiantur, inhoneste tamen petuntur.

   (속주지사가 보수에 관하여 재판을 담당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자유학예의 교

사들을 위해서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엘레우테리아라고 부르는 것을 자

유학예로 이해한다. 수사학자가 포함될 것이고, 문학교수, 기하학자도 포함될 것이다. 
… (4) 철학자도 교수에 속하는가? 사견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데, 철학이 

신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보다도 賃金勞動을 경멸한다고 고백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5) 마찬가지로 속주지사들은 법학교수들을 위하여 재판을 해

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으로 법학이란 최고의 聖護物로서, 금전적 가액으로 평가되어

서도 안되고, 또 수업의 처음에 제공되어야만 하는 사례금이 소송에서 청구됨으로써 

명예가 더럽혀져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비록 수령하는 것은 품

격에 맞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것은 품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

문이다).
19) 400년 St. Germanus (Auxerre 주교)의 다음 표현은 매우 시사적이다: ut in eum 

perfectio litterarum plena conflueret, post auditoria Gallicana, intra urbem Romani iuris 
scientiam plenitudini perfectionis adiecit (그에게 학문의 陶冶가 充溢하도록 갈리아의 

학업 후에 로마시에서 로마법학을 충만한 陶冶에 추가하 다). Volterra IV,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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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년) 시에는 로마에서 공부하는 법학도에게 학업기간 중 고향에서의 부담으로

부터 면제 혜택을 주었다.21)

2. 專主政期

국가가 법학교육에 관하여 가일층 관심과 향력을 증대시킨 것은 專主政期에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국가의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사적인 이니샤티브에 맡겨

져 있었던 초등교육과 달리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은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 었

는데, 법학의 경우 특히 이제 국가가 교수의 인적 관계, 법학도의 지위, 교과과정 

등에 대한 공적인 통제에 직간접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고급인력 충원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 던 국가의 법학에 대한 인식은 예컨대 아라비아의 변호사들

에게 내린 다음의 칙령에서 잘 드러난다. 법학은 바로 공익과 직결되는 국가적 

사항이었다.

C.10.50.1 Imperatores Diocletianus et Maximianus.

(그대들이 푀키니아 주 베뤼토스 시에 머물면서 자유학예에, 특히 법학에 전

념한다고 확언하므로 朕들은 公益과 그대들의 소망을 배려하여 각자가 연령 25

세까지 학업으로부터 소환되지 않음을 裁決하노라.)22)

20) studiorum causa Romae agere: Ulp. D.47.10.5.5; D.5.1.18.1; D.12.1.17; Papirius Iustus 
D.50.1.36.

21) Fr.Vat. 204 Item. Proinde qui studiorum causa Romae sunt praecipue civilium, debent 
excusari, quamdiu iuris causa Romae agunt studii cura distracti; et ita... Imperator 
Antoninus Augustus Cereali a censibus et aliis rescripsit (울피아누스. 마찬가지로 학

업, 특히 법학의 학업을 위하여 로마에 있는 자들은 [후견의 부담으로부터] 면제되어

야만 한다. 그들이 법학공부를 위하여 勞心焦思하면서 로마에 유학하는 한. 이렇게 … 

안토니누스 황제께서 個人資産査定局長 케레알리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批答하 다).
   개인자산사정국장은 황제 尙書府의 관직자로서 원로원 또는 기사계층에 받아들여지기

를 원했던 사람들의 재정상태의 査定를 담당하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당한 자산

의 소유에 달려있었다.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1953), 
s.v. A censibus, p.338. Dat census honores! (재산이 명예를 준다! Ovid, Amores 
3.88.55: Curia pauperibus clausast; dat census honores; Fasti 1.217).

22) C.10.50.1 Diocl. et Maxim. AA. Severino et ceteris scholasticis Arabiis.:
   Cum vos adfirmetis liberalibus studiis operam dare, maxime circa professionem iuris, 

consistendo in civitate Berytorum provinciae Phoenices, providendum utilitati publicae 
et spei vestrae decernimus, ut singuli usque ad vicesimum quintum annum aetatis suae 
studiis non avoce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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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예컨대 다음에 소개하는 425년의 

칙령은 이러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CTh.14.9.3.1 = C.11.19.1.4 (425년 2월 27일)

(그러므로 朕의 강당은 특별히, 라틴어 웅변술이 뛰어난 자들 중에서 일차적

으로 웅변술 교수 3인, 문학교수 10인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어 달변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 중에서도 변증술 교수 5인과 문학교수를 마찬가지로 10인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 학예들만을 빛나는 젊은이들이 배우기를 朕이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또한 심화된 학문과 교설의 권위자들을 언급된 교사들에게 결연

시키노라. 그러므로 朕은 여타의 교사들에게는 철학의 秘儀를 탐구하는 1인의 

교수와 또한 법과 법률의 定式들을 해명하는 2인의 교수를 결속시키기를 원하

노라. 그리하여 閤下23)께서 각인에게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배속되도록 하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서로 방해가 되거나, 또는 언어나 어휘의 뒤섞인 혼란이 

사람들의 귀나 마음을 학예의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게끔 할지어다).24)

중앙국가뿐 아니라 주요한 지방시들도 자체 재정으로 교수좌를 운  유지하는 

데 힘썼다. 지방에서의 교육 육성과 더불어 적어도 전주정 초기까지는 유지되었

던25) 로마의 특별한 지위도 상실되었다. 서부에는 로마와 카르타고,26) 동부에는 

알렉산드리아, 베뤼토스(2세기말에서 3세기초27)∼55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아테

23) Constantius, praefectus urbi (CTh.15.1.53).
24) CTh.14.9.3.1 = C.11.19.1.4 (425년 2월 27일)
   Habeat igitur auditorium specialiter nostrum in his primum, quos Romanae eloquentiae 

doctrina commendat, Oratores quidem tres numero, decem vero Grammaticos; in his 
etiam, qui facundia Graecitatis pollere noscuntur, quinque numero sint Sofistae et 
Grammatici aeque decem. Et qoniam non his artibus tantum adulescentiam gloriosam 
optamus institui, profundioris quoque scientiae adque doctrinae memoratis Magistris 
sociamus auctores. Unum igitur adiungi ceteris volumus, qui Philosofiae arcana 
rimetur, duo quoque, qui Iuris ac Legum formulas pandant, ita ut unicuique loca 
specialiter deputata adsignari faciat Tua Sublimitas, ne discipuli sibi invicem possint 
obstrepere vel Magistri neve linguarum confusio permixta vel vocum aures quorundam 
aut mentes a studio litterarum avertat.

25) Augustinus, Confess. 6.8: Romam praecesserat, ut ius disceret (그[=알리피우스]는 나

보다 앞서서 로마로 법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26) Augustinus, Confess. 5.8: docere quod docebam Carthagini (내가 카르타고에서 가르쳤

던 것을 가르치다).
27) Heimbach, p.1 apud n.3: “iam Alexandro Severo imperante”; Wenger, 620; Heinecc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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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티오키아 등지에 법학교가 있었다.28) 변호사 단체가 있었던 지역29)에 법학

교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30) 급기야는 수준의 하락을 우려한 국가의 간여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마침내 로마, 베뤼토스, 비잔티움의 세 군데 법학

교만이 공인받고, 아테네는 529년에,31) 알렉산드리아32)와 카이사레아(212년 이후 

존립)의 경우에는 533년에 법학교가 엄격히 금지되기에 이른다.33)

Const. Omnem § 7

(그런데 朕이 편찬한 이 세 책[=법학제요, 학설휘찬, 칙법휘찬]이 王都들[=콘

스탄티노폴리스와 로마]과 정당하게도 法의 乳母34)라고도 부를 수 있는 훌륭한 

도시 베뤼토스에서 학도들에게 전해지기를 朕은 이미 또한 과거에 황제들에 의

하여 규정된 바처럼 원하며, 선임황제들에 의하여 그러한 특권을 받지 못한 다

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朕은 카이사레아 시민들의 도시

와 다른 도시들에서, 심지어는 찬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학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교설을 전한다고 들었기 때문

이다.35) 朕은 이들을 다음과 같은 威脅 하에 이러한 企圖로부터 威嚇하노라. 

즉 그들이 향후 이러한 작태를 계속하고 王都들 및 중심도시 베뤼토스 외에서 

이를 행하기를 감행하는 때에는 금화 10리브라의 벌금형에 처하고 그들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하는 그 도시에서 추방될 것이다.)36)

§ CCCLXII, p.372f..
28) Heimbach, p.1; Wenger, 616.
29) 가령 팔레스티나 (C.8.40.27 [a.531]); 일리뤼쿰 (C.6.38.5.pr, C.8.4.11.pr [a.532]).
30) Heimbach, p.1 apud nn.6/7.
31) Heimbach, p.1 apud n.9.
32)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법학교 폐쇄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551년 지

진으로 베뤼토스 법학교가 붕괴한 후 알렉산드리아에서 법학을 했다는 아가티아스의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Heineccius, § CCCLXI, p.372; Heimbach, p.1 apud n.11. 아
가티아스 (ca. 530/32-579/82)는 문필가와 역사가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콘스탄티노

폴리스에서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이기도 하 다. Der Kleine Pauly, I (1979), s.v. 
Agathias, p.116f.

33) Volterra V, 99ff.
34) 비법률문헌사료에서도 이미 τ ν ν μ ν μ τηρ (법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Wenger, 620; Heineccius, § CCCLXIII, p.373.
35) Schulz, 273은 이런 수준 낮은 왜곡된 교설의 예로 아우툰의 한 법학교수가 쓴 <가이

우스 주해서> (Fragmenta Interpretationis Gai Institutionum Augustodunensia; Schulz, 
301f.)를 든다. 이러한 평가는 몸젠 이래 비악커에 이르기까지 종래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 으나, 근래의 연구성과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 다. 상세는 Liebs 
(1987), 14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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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법학교 학생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이집트(알렉산드리아, 헬리오폴리스), 

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시아, 비튀니아, 캅파도키아(카이사레아), 카리아, 킬리키

아, 콤마게네(사모사타), 에우로파(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스(에우보에아), 이베리

아, 일뤼리아(테쌀로니케), 뤼키아, 오스로에네(에데싸), 팔레스티나(가자, 마유마, 

아스칼론), 팜픨리아, 푀니키아(베뤼토스, 튀로스), 피시디아, 쉬리아(안티오키아) 

등으로 매우 다양하 다.37) 제국 전역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왔던 것

을 알 수 있다.

법학 분야에서의 교육38)은 다른 분야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 정규의 

4년 과정은 매년 정해진 교과과정이 있었고,39) 학생들의 일상생활도 등록에서부

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당국에 의하여 감독을 받았다.40) 교수들이 판단하기에 이

를 성공적으로 필한 학생은 공식의 증서를 수여받았는데, 이것은 5세기 晩期에는 

법조인의 공적 자격요건이 되었다.41)

C.2.7.11.2   Leo [a.460]

(朕은 법학에 정통한 법학교수들이 선서 하에 성적 증명에 의하여 장차 법조

에 받아들여지고자 원하는 자가 법학을 수료하 음을 인증할 것을 명한다.)42)

36) Const. Omnem § 7:
   Haec autem tria volumina a nobis composita tradi eis tam in regiis urbibus quam in 

Berytiensium pulcherrima civitate, quam et legum nutricem bene quis appellet, 
tantummodo volumus, quod iam et a retro principibus constitutum est, et non in aliis 
locis quae a maioribus tale non meruerint privilegium: quia audivimus etiam in 
Alexandrina splendidissima civitate et in Caesariensium et in aliis quosdam imperitos 
homines devagare et doctrinam discipulis adulterinam tradere: Quos sub hac 
interminatione ab hoc conamine repellimus, ut, si ausi fuerint in posterum hoc 
perpetrare et extra urbes regias et Berytiensium metropolim hoc facere, denarum 
librarum auri poena plectantur et reiciantur ab ea civitate, in qua non leges docent, 
sed in leges omittunt.

37) Wenger, 629.
38) Wieacker (1991), 215ff.; Wieacker (1961), 271ff.
39) 상세는 Const. Omnem (a.533); Wenger, 632ff.; Archi, 1903ff.; Schulz, 275f.; Hübner, 

243ff.; 또한 Volterra V, 99ff.
40) Wieling, 513ff.; 특히 CTh.14.9.1 (a.370).
41)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St. Germanus의 기술 참조: Deinde tribunalia praefecturae, 

professionis advocationis ornavit (그런 다음 법조에 속하여 州太守의 재판소들에서 활

약하 다). Volterra IV, 200. 그러나 법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법조인의 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법조에 받아들 던 사실 (Anastasius C.2.7.22.5 [a.505] = 
C.2.7.24.5 [a.517])에서 당시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2004. 9.]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149

C.2.7.22.4 Anastasius [a.505] = C.2.7.24.4 [a.517]

(또 향후 어떤 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법학공부에 전념하 음이 식별되기 

전에는 앞에 언급한 변호사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43)

Ⅲ. 로마 후기의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1. 國祿 法學敎授의 임명

고등교육 일반의 중심지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두 왕도 다. 로마에 수

사학과 문학의 국록 교수직을 확립한 것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는데, 4세기에

는 철학과 법학이 추가되었다. 교수들은 원로원에 의하여 임명되고,44) 州太守

(praefectus praetorio)45)가 급여를 지급하 다.46) 동고트 왕국에서는 문학, 수사학, 

법학 교수의 임명은 여전히 원로원의 몫이었지만, 급여(annonae)의 지급은 도시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47) 4세기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원로원의 추천을 

받아서 황제가 國祿 敎授를 임명하 다.

국가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법학교수 인력에 대한 규제에 표명되었다.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개입은 362년 율리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다.

CTh.13.3.5 Iul. (a.362)

(학문의 교사들과 교수들은 첫째 行狀이 탁월하고, 둘째 달변이어만 한다. 

그러나 朕 스스로 매 도시마다 臨在할 수 없으므로 명하노니,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급작스럽고 함부로 이 직무에 뛰어들지 않아야 하며, 市원로원

의 판단으로 승인받아서 市參事會員들의 辭令을 最善良의 동의 하에 얻어야만 

한다. 이 辭令은 일정한 高位의 榮譽가 朕의 판단에 따라 도시들의 학문활동에 

보태지도록 하기 위하여 朕에게 고려하도록 회부될 것이다.)48)

42) C.2.7.11.2   Leo [a.460]
   Iuris peritos etiam doctores eorum iubemus iuratos sub gestorum testificatione 

depromere, esse eum, qui posthac subrogari voluerit, peritia iuris instructum: ...
43) C.2.7.22.4 Anastasius [a.505] = C.2.7.24.4 [a.517]
   Nec de cetero quemquam, antequam per statuta tempora legum eruditioni noscatur 

inhaesisse, supra dicto consortio (sc. advocatorum) sociari.
44) Schulz, 273 n.5.
45) 졸저, 로마법강의(1999), 179 도표 참조.
46) CTh.13.3.11 Valens, Gratianus et Valentinianus [a.376] Antonio praefecto praetorio 

Galliarum.
47) Jones,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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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는 공적인 교습과 사적인 강습을 준별하 다.49) 그러나 교수직에 대

해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율리아누스의 칙령에서 보이듯이 임명절차에 대한 

규율이었다. 분명한 것은 4세기와 5세기의 로마제국은 빡빡하게 통치되던 국가

지만 대학정책에 있어서 중앙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교수는 

해당 지방의 당국이 선발을 하 는데, 이를 위해서 存案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러

한 절차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었고 야심찬 후보를 전면에 나서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황제는 부득이 일차적으로 견실한 인사를 고려하도록 경고해야만 

하 던 것이다. 파면도 같은 경로로 가능했다.50) 임명에 대하여 황제는 재가권을 

유보하 다.51)

國祿 법학교수의 수는 425년에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각각 2인이 임명

되었다. 533년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교 개혁칙령(Const. Omnem)은 그 수령자가 

테오필루스(Theophilus), 도로테우스(Dorotheus), 테오도루스(Theodorus), 이시도루

스(Isidorus), 아나톨리우스(Anatolius), 탈렐라이우스(Thalelaeus), 크라티아누스

(Cratianus), 살라미니우스(Salaminius) 8인의 교수52) 는데, 이들이 각각 어느 법

학교에 소속되었었는지는 불분명하다.53) 이 점을 제외하고도 3세기 이래로 로마 

법학교 소속의 법학교수 이름으로서 알려진 것은 없다.54) 반면에 동로마의 중요

48) CTh.13.3.5 Iul. (a.362)
   Magistros studiorum doctoresque excellere oportet moribus primum, deinde facundia. 

Sed quia singulis civitatibus adesse ipse non possum, iubeo, quisque docere vult, non 
repente nec temere prosiliat ad hoc munus, sed iudicio ordinis probatus decretum 
curialium mereatur optimorum conspirante consensu. Hoc enim decretum ad me 
tractandum referetur, ut altiore quodam honore nostro iudicio studiis civitatum 
accedant.

49) CTh.14.9.3.pr (후술).
50) Cf. C.10.53.2 Imperator Gordianus:
   Grammaticos seu oratores decreto ordinis probatos, si non se utiles studentibus 

praebeant, denuo ab eodem ordine reprobari posse incognitum non est.
   (市원로원의 辭令으로 승인받은 문학교수나 수사학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노릇

을 못하는 경우에 다시금 같은 시원로원에 의하여 불승인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바

이다).
51) 그러나 황제의 재가 규정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입법 시에는 탈락되었다. C.10.53.7.
52) legum professores (Const. Tanta § 22) = antecessores (Const. Omnem R).
53)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베뤼토스에 각각 4인이었다는 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4인, 베뤼

토스와 로마에 각 2인씩이었다는 설, 8인 모두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었다는 설 등

이 주장되었으나 불확실하다. Heimbach, p.1f. apud nn.13-15.
54) 다만 슐츠는 어쩌면 Floridus가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Schulz, 274 n.2. 플로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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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학교수들의 이름은 잘 전해져 내려온다.55) 5세기의 유명한 인물들은 老 퀴

릴루스(Cyrillus), 파트리키우스(Patricius), 돔니누스(Domninus), 데모스테네스

(Demosthenes), 에우독시우스(Eudoxius) 등으로 모두 베뤼토스의 교수 다. 암블

리쿠스(Amblichus)와 레온티우스(Leontius)도 아직 5세기 사람들이었다. 6세기 유

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편찬56)에 참여했던 법학교수들의 면모를 일별하면 다

음 표와 같다.

법학교수 CTh.위원회 CJ.위원회 CJ.개정위 Dig.위원회 Inst.위원회

Anatolius ○

Cratinus ○

Dorotheus ○ ○ ○

Erotius ○

Theophilus ○ ○ ○

Tribonianus ○

2. 법학교수의 俸祿

그러나 아직 법학교수가 국가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층으로서 확립된 것은 아

니었다. 제정기에 들어서 의사57), 문학교수, 기타 교양학 교수들에게 적용되었던 

은전과 급여규정58)은 아직 법학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59) 이러한 변화가 일

스(†427)는 변호사로서 州太守과 로마시 府尹(vicarius urbis)의 법률보좌관을 역임하

고, 로마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Volterra IV, 200.
55) Heimbach, p.8ff.; Heineccius, § CCCLXXXVII, p.399f.; Wenger, 621ff.; Schulz, 274f.
56) 졸저, 로마법강의(1999), 208ff.
57) 상세는 Andreas Wacke, “Die Anerkennung der Medizin als ars liberalis und der 

Honoraranspruch des Arztes,” in: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 Abt. 113 (1996), 382ff.

58)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Vita Hadriani 16.8: sed quamvis esset in reprehendendis 
musicis, tragicis, comicis, grammaticis, r<h>et[h]oribus, oratoribus facilis, tamen omnes 
professores et honoravit et divites fecit, licet eos quaestionibus semper agitaverit (비록 

하드리아누스는 음악가들, 비극작가들, 희극작가들, 문학교수들, 수사학자들, 웅변가들

을 쉽게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수들을, 그들을 질문들로 항상 괴롭혔

지만, 명예롭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 Vita Ant. Pii 11.3: r<h>et[h]oribus et 
philosophis per omnes provincias et honores et salaria detulit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수사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제국 전역에 걸쳐서 명예도 주고 봉록도 주었다); Dio 
Cassius 72.31.3  δε Μ ρκο  ... δωκε δ  κα  π σιν νθρ ποι  διδασκ λου  ν τα  

θ ναι  π  π ση  λ γων παιδε α  μισθ ν τ σιον φ ροντα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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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것은 425년 이후의 일이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하려는 배려로 인한 것이었다.60) 이미 언급했듯이,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폴

리스의 새로 선임된 국가교수 중에는 각각 법학교수 2인이 포함되었다

(CTh.14.9.3.1). 강의는 국가가 마련해준 강의실에서 행해졌다. 공적으로 임명된 

교수는 私講習을 해서는 안되었고, 私講師는 사강습만이 허용되었다. 고등교육이 

수도의 교수들의 독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료국가화61)에 따른 제

국의 법학교육 자체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통제가 또한 자리 잡고 있었다.

CTh.14.9.3.pr (a.425)   Imp. Theodosius A. et Valentinianus Caes.

(교사의 명칭을 참칭하면서 공개적인 교사활동에 있어서나 사강습실에서 도

처에서 모아온 학생들을 대동한 모든 자들이 저속한 과시로부터 제거될 것을 

朕은 명한다. 그리하여 이들 중 누군가가 이 신성한 제재문의 발령 후 朕이 금

지하고 단죄하는 바를 다시금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는 비난받을 만한 파렴치의 

낙인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법행위를 한 그 도시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朕은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같은 교습을 私的으로 위한 

자들은, 개인집의 벽안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만에 전념하기를 선호하는 경

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위하로써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피톨리움62)의 강당 

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 자들 중에 속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모든 방식으로 개인 가옥에서의 교습이 그들에게 금지됨을 알아야 하며, 이 하

늘같은 칙령에 위반하여 행하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카피톨리움에서만 가르치도

록 명을 받은 자들에게 정당하게도 부여되는 저 특권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얻

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63)

는 … 또한 전 인류를 위하여 아테네에 전 학문 분야에 있어서 교수들을 세웠는데, 
이들에게 연봉을 지급하 다); CTh.13.3; 그 계속 C.1.27.1.42 Iust. (a.534). 다만 하드

리아누스 등에 의한 조치는 개인적인 시혜 는지, 제도화된 급여 는지, 확연히 금을 

긋기가 힘들다. Hübner, 237.
59) Wenger, 617.
60) Cf. 다른 학문분과의 교수들에 관한 C.10.53.6.1 Const. (a.333): Mercedes etiam eorum 

et salaria reddi iubemus, quo facilius liberalibus studiis et memoratis artibus multos 
instituant.

   (또한 그들의 보수와 봉록도 지급할 것을 朕은 명하노니, 그만큼 더 용이하게 그들이 자

유학문과 기억할만한 학예들을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1) Cf. Schiller, 92ff.
62) = Mons Capitolinus. 로마의 7언덕 중 하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Der Kleine Pauly, 

I (1979), s.v. Capitolium, p.104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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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얼마나 본질적인 것으로 관념되었는가는 로마의 교수들에게 봉급을 보

장해 주었던 다음의 두 사료에서 잘 드러난다. 앞의 것은 동고트족의 지배자 던 

아탈라릭(Athalarich, 526-534년)이 533년에 발령한 것으로 카씨오도루스의 <政令

類聚>(Variae)에 수록된 것이고, 뒤의 ‘비길리우스 청원에 대한 國事詔勅’(Sanctio 

pragmatica pro petitione Vigilii)은 유스티니아누스 때의 것이다.

Cassiodor, Variae, 9.21:

(자유학예 학문의 계승자는 문학교수나 수사학교수나, 또한 법학교수도, 그 

선임자의 俸祿을 이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감소 없이 수령한다).64)

Nov. (ed Schoell-Kroll) Appendix VII c.22, p.799ff., 802 (a.554):

(朕은 이처럼 또한 문법교수와 수사학교수, 또한 의학교수나 법학교수들에게 

전에 통상 주어졌던 급여가 또한 앞으로도 자신의 전문직을 위하는 자들에게 

지급될 것을 명하노니, 자유학예의 학식을 쌓은 젊은이들이 朕의 국가 전역에

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65)

63) CTh.14.9.3.pr (a.425)   Imp. Theodosius A. et Valentinianus Caes.
   Universos, qui usurpantes sibi nomina magistrorum in publicis magistrationibus 

cellulisque collectos undecumque discipulos circumferre consuerunt, ab ostentatione 
vulgari praecipimus amoveri, ita ut, si qui eorum post emissos divinae sanctionis 
adfatus quae prohibemus adque damnamus iterum forte temptaverit, non solum eius 
quam meretur infamiae notam subeat, verum etiam pellendum se ex ipsa ubi versatur 
illicite urbe cognoscat. Illos vero, qui intra plurimorum domus eadem exercere 
privatim studia consuerunt, si ipsis tantummodo discipulis vacare maluerint, quos intra 
parietes domesticos docent, nulla huiusmodi interminatione prohibemus. Sin autem ex 
eorum numero fuerint, qui videntur intra Capitolii auditorium constituti, ii omnibus 
modis privatarum aedium studia sibi interdicta esse cognoscant scituri, quod, si 
adversum caelestia statuta facientes fuerint deprehensi, nihil penitus ex illis privilegiis 
consequentur, quae his, qui in Capitolio tantum docere praecepti sunt, merito 
deferuntur.

64) Cassiodor, Variae, 9.21: ut successor scholae liberalium litterarum, tam grammaticus 
quam orator, nec non et iuris expositor, commoda sui decessoris ab eis, quorum 
interest, sine aliqua imminutione percipiat. Wenger, 618 n.211; Hübner, 241.

65) Nov. (ed Schoell-Kroll) Appendix VII c.22, p.799ff., 802 (a.554): sicut etiam annonas, 
quae grammaticis ac oratoribus vel etiam medicis vel iurisperitis antea dari solitum 
erat, et in posterum suam professionem scilicet exercentibus erogari praecipimus, 
quatenus iuvenes liberalibus studiis eruditi per nostram rempublicam floreant.

   동 詔勅에 관해서는 Archi, 1971ff. 國事詔勅에 관해서는 Kussmaul, 14ff.; 7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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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학교수의 봉급액수가 얼마 는가는 사료가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구

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66)

3. 기타의 혜택들

가. 부담의 면제

다른 분과(의학, 문학, 수사학)의 교수들의 경우67)에는 원수정기 때에 이미 각

종의 혜택들 ―병역, 군대 宿營處 징발, 각종 비천한 公役(광산 노역, 건설노동 

등)으로부터의 면제, 특히 시참사회원 신분에 따르는 각종 책무들(각종 부담금, 

公職의무)로부터의 면제―이 인정되었고,68) 후대의 황제들에 의하여도 유지되었

었다.69) 법학교수들의 경우에는 후견 면제가 이미 로마에 대하여 확인되었던 바

이지만,70) 다른 분과에 비하면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었다. 법학교수

에게도 이러한 혜택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른 것은 후대의 일이었다.71)

나. 신분상의 예우

또한 당시의 신분제에 따라서 직급도 확정되었는바, 425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66) 다른 분야 교수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Jones, 1001f. 이로부터 법학교수의 급여액을 추

정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법학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Wenger 618 n.214.
67) 철학자에 관해서는 Hahn, 100ff. 흥미있는 것은 철학자는 돈에 초연해야지 그렇지 않

으면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라는 토포스로써 공적 부담금의 면제를 요구하는 철학자들

의 요구를 물리치고 있는 법률사료들이다. 가령 Pap. D.50.5.8.4; Ulp. D.50.13.1.4 (주 

18); Mod. D.27.1.6.7 (주 68); Hahn, 104ff.
68) Anton. Pius-Mod. D.27.1.6.2, 7, 8; Oliver, App. 8-9, p.588ff.
69) Constantinus CTh.13.3.1 (a.321), CTh.13.3.3 (a.333); CTh.11.16.15 (a.382); CTh.11.16.18 

(a.390); Honorius et Theodosius CTh.13.3.16-17 (a.414). Cf.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s.vv. Munera ― Munera sordida, p.589; Der 
Kleine Pauly, III (1979), s.v. Munus, p.1470; 상세는 Stefano Giglio, Il Tardo Impero 
d'Occidente e il suo Senato: Privilegi fiscali, patrocinio, giurisdizione penale (1990), 
passim (특히 47ff., 60ff., 108ff.).

70) Mod. D.27.1.6.12 (전술); Hübner, 241.
71)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기타의 부담면제에 관해서 C.10.53.6 (a.534)의 手記本 중

에 그곳에서 열거한 “의사, 문학교수, 기타 학예교수”에 뒤이어 <et doctores legum>
을 덧붙이고 있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본인 Constantinus CTh.13.3.1-3 
(a.333)에서도, 또 바실리카법전에서도 법학교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첨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부담면제를 획득한 후의 부기로 

판단되는 것이다. Schulz, 273f.; Wenger, 614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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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공직 교수를 임명하면서 부여했던 恩典은 이후 일반법의 규정이 되었는

데,72) 그에 따르면 20년 복무 후에는 교수들은 comitiva primi ordinis (第一品 高

官의 榮譽)에 이를 것이었고, 그와 함께 vicarii (府使)에 상응하는 품계를 가질 

것이었다.73) 로마의 황제들은 명예로운 인정이 능력을 발휘케 한다(Honos alit 

artes)74)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CTh.6.21.un. Theodosius A. et Valentinianus Caes. Theofilo praefecto 

urbi. (425년 3월 15일)

(그리스어 문학교수 헬라디우스와 쉬리아누스, 라틴어 문학교수 테오필루스, 

변증술 교수 마르티누스와 막시무스, 그리고 법학교수 레온티우스가 이미 尊嚴

한 朕들로부터 받았던 辭令狀에 의하여 第一品 高官의 榮譽로써 존대됨은 (朕

들에) 嘉納된 바인바, 그들은 前職 府使(vicarius)75)의 品階를 얻을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그들 각인이 위하는 종류의 학문에 다른 자들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그들은 누구든지, 그들이 자체로서 方正한 칭찬할만한 삶을 

위함을 입증하고, 그들이 가르침에 있어서의 숙달과 말하기에 있어서의 달변, 

해석에 있어서의 탁월함, 논구에 있어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最

大名望身分會[=원로원]의 판단에 의할 때 그럴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언급된 강당에서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도, 지속적인 헌신과 근실한 가

르침의 노력으로 20년 근속한 때에는 전술한 인사들과 동일한 품계를 享受할 

것이다.)76)

72) Iust. C.12.15.un.; Heineccius, § CCCLXXXI, p.393.
73) 로마 후기 고관직의 예는 제1품 (illustris 輝官), 제2품 (spectabilis 華官), 제3품 

(clarissimus 顯官)의 세 급이 있었다.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1953), s.v. Comites, p.397. 전직 부사의 품계는 <官位品階錄> (Notitia Dignitatum> 
(a.425)에 따르면 이집트 총독 (praefectus Augustalis, Not. Dign. Or. 1) 내지 아프리카 

州太守 (proconsul Africae, Not. Dign. Oc. 1) 바로 밑이었다고 한다. Hübner, 242 n.89. 
Hübner는 그밖에 이 맥락에서 법과대학 교수를 추 고문관 (Geheimrat)으로 임명했던 

독일의 관행을 상기시킨다.
74) Cicero, Tusc. disp. 1.4: honos alit artes, omnesque incenduntur ad studia gloria, 

iacentque ea semper, quae apud quosque improbantur; Seneca, epist. mor. 102.16: laus 
alit artis; 또한 Ovidius, epist. ex Ponto 4.2.35f.: laudataque virtus crescit, et inmensum 
gloria calcar habet.

75) 졸저, 로마법강의(1999), 179 도표 참조.
76) CTh.6.21.un. Theodosius A. et Valentinianus Caes. Theofilo praefecto urbi. (425년 3월 

15일)
   Grammaticos Graecos Helladium et Syrianum, Latinum Theofilum, sofistas Mar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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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으로 로마 후기에 국록을 받는 법학교수의 법적인 지위가 어떠한 것이었

는가를 기본적인 사료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공인 법학교의 수도, 국록 법학교수의 수도 극히 적었다고 하는 점이다. 일단은 

당시의 사회적 수요를 반 하는 조치 을 것이다.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베뤼토스의 희소한 교수직이 매력적인 것이었음은 그에 

따랐던 법적인 명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베뤼토스의 일급 인력들은 “세상

의 스승”으로 지칭되었는데77) 아마도 일차적으로 교육적인 능력 덕분이었을 것

이다.78) 명예는 유능함에 대한 보상(Honos est praemium virtutis)이 아니던가.79) 

일반적으로 업적은 학술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분명 사회적 명망가 지만 이미 

더 이상 고전기의 로마법학자와 같은 유형의 실무형 법률가가 아니었고, 오히려 

비잔틴적 학식을 갖춘 로마법 학자 다.80) 그들의 저작도 직접 법률문제의 해결

을 겨냥한 사회적 역할의 틀 속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한은 재판

소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법률

et Maximum et iuris peritum Leontium placuit honorari codicillis comitivae ordinis 
primi iam nunc a nostra maiestate perceptis, ita ut eorum qui sunt ex vicariis 
dignitate potiantur. Qua in re quicumque alii ad id doctrinae genus, quod unusquisque 
profitetur, ordinati prodentur, si laudabilem in se probis moribus vitam esse 
monstraverint, si docendi peritiam facundiamque dicendi, interpretandi subtilitatem, 
copiam disserendi se habere patefecerint et coetu amplissimo iudicante digni fuerint 
aestimati, qui in memorato auditorio professorum fungantur officio, hi quoque, cum ad 
viginti annos observatione iugi ac sedulo docendi labore pervenerint, isdem, quibus 
praedicti viri, dignitatibus perfruantur.

77) Wieacker (1961), 157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하 다: “Erbliche Professoren-
dynastien verherrlicht der Zeitstil als “Lehrer des Erdkreises” und Koryphäen; der 
Epigone gedenkt ihrer mit dem Respekt des Famulus Wagner” (교수들의 세습왕조를 

당시에는 ‘세상의 스승들’이자 대가들로서 찬양하는 樣式으로 표현하 다. 아류들은 

그들을 [파우스트의] 조수 바그너의 존경심을 가지고 언급하 다).
78) Hübner, 242.
79) Cicero, Brutus 281: cum honos sit praemium virtutis iudicio studioque civium delatum 

ad aliquem, qui eum sententiis, qui suffragiis adeptus est, is mihi et honestus et 
honoratus videtur.

80) “법학교수들의 학문적인 노력”에 관해서는 Wieacker (1977), 53ff. 이 시기의 법학의 

발흥에 대해서는 Wieacker (1961), 263ff. 고전기 이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관

해서는 또한 Giaro, 6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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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었다81)―, 수업목적의 교재를 위한 것이 

주 다.82)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의 입법에 참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상의 일

정한 실무활동도 필요한 경우 수행하 다. 강의를 오후에 배정했던 사실로부터 

자문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추론하는 주장도 있지만,83)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활동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베뤼토스의 교수직으로부

터 아나스타시우스 황제 때에 고위관직으로 옮겨서 오리엔스州太守(praefectus 

praetorio Orientis [503년 이후]) 내지 總軍長官84)(magister militum [a.528])으로 

언급된 레온티우스(Leontius II)85)의 경우처럼 특별히 고위직을 역임하는 경우들

도 물론 알려져 있다. 이 레온티우스가 베뤼토스 법학교수 던 파트리키우스의 

아들이었다거나, 베뤼토스의 법학교수 던 아나톨리우스의 아버지 레온티우스

(Leontius I)와 할아버지 에우독시우스 역시 같은 법학교의 교수 었다는 사실86)

에서도 드러나듯이 결과적으로 로마 후기의 법학교수들은 국가로부터 높은 예우

와 대접을 받는 엘리트로서 “世襲的 敎授王朝”을 이루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로마 후기의 법학교는 중세의 대학교를 세부적인 면에서까지 선취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87)

81) Hübner, 242 n.92.
82) 관료제 시기의 법률문헌에 관해서는 Schulz, 300ff.; Liebs (1987).
83) Hübner, 243 n.94.
84) 졸저, 로마법강의(1999), 190 도표 참조.
85) Wenger, 624.
86) Const. Tanta/Δ δωκεν § 9; Wallinga, 45; Wenger, 625.
87) Wieacker (1961), 157 (“trotz grundsätzlich verschiedener Ausgangspunkte”).



崔 秉 祚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141∼161158

참고문헌

Gian Gualberto Archi, “Pragmatica sanctio pro Petitione Vigilii,” in: Scritti di 
Diritto Romano, III (1981), 1971ff.

Gian Gualberto Archi, “Giustiniano e l'Insegnamento del Diritto,” in: Scritti di 
Diritto Romano, III (1981), 1903ff.

Carlo Augusto Cannata, Histoire de la jurisprudence européenne, I: La 
jurisprudence romaine (1989).

Carlo Augusto Cannata, Per una storia della scienza giuridica europea, I: Dalle 
origini all'opera di Labeone (1997).

Tomasz Giaro, “Geltung und Fortgeltung des römischen Juristenrechts,” in: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 Abt. 111 
(1994), 66ff.

Johannes Hahn, Der Philosoph und die Gesellschaft. Selbstverständnis, öffentliches 
Auftreten und populäre Erwartungen in der hohen Kaiserzeit (1989).

Gustav Ernst Heimbach, Basilica VI (1890).
Jo. Gottl. Heineccius, Historia Juris Civilis Romani ac Germanici (editio Veneta 

prioribus auctior & correctior, Venetiis, 1742).
Tony Honoré, Emperors and Lawyers (1981).
Tony Honoré, Law in the Crisis of Empire, 379-455 AD: the Theodosian 

Dynasty and its Quaestors (1998).
Heinz Hübner, “Die römische Juristenausbildung. Politische und soziologische 

Zusammenhänge,” in: Rechtsdogmatik und Rechtsgeschichte. 
Ausgewählte Schriften (1997), 231ff.

A.H.M. Jones,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I, II (1064/thrid printing 1992).

J. Kodrębski. “Der Rechtsunterricht am Ausgang der Republik und zu Beginn 
des Prinzipats,” in: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I 
15 (1976), 177ff.

Peter Kussmaul, Pragmaticum und Lex. Formen spätrömischer Gesetzgebung 408- 
457 (1981).

Detlef Liebs, “Rechtsschulen und Rechtsunterricht im Prinzipat,” in: Aufstieg und 



2004. 9.]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159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I 15 (1976), 197ff.
Detlef Liebs, “Römische Provinzialjurisprudenz,” in: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ömischen Welt II 15 (1976), 288ff.
Detlef Liebs, Die Jurisprudenz im spätantiken Italien (250-640 n.Chr.) (1987).
Henri Irénée Marrou, Geschichte der Erziehung im klassischen Altertum (1977/불

어 원저 제7판, 1976).
J.H. Oliver, Greek Constitutions of Early Roman Emperors from Inscriptions and 

Papyri (1989).
A. Arthur Schiller, “Bureaucracy and the Roman Law,” in: An American 

Experience in Roman Law (1971), 92ff.
Fritz Schulz, History of Roman Legal Science (with new addenda, 1953).
Edoardo Volterra, “Western Postclassical Schools,” in: Scritti giuridici, con una 

nota di Mario Talamanca, IV: Le fonti (1993), 437ff.
Edoardo Volterra, “Appunti sulle scuole postclassiche occidentali,” in: Scritti 

giuridici, con una nota di Mario Talamanca, IV: Le fonti (1993), 511ff.
Edoardo Volterra, “Giustiniano I e le Scuole di diritto,” in: Scritti giuridici, con 

una nota di Mario Talamanca, V: Le fonti (1993), 99ff.
Tammo Wallinga, TANTA/ΔΕΔΩΚΕΝ, Two Introductory Constitutions to Justinian's 

Digest (1989).
Leopold Wenger, Die Quellen des römischen Rechts (1954).
Franz Wieacker, “Der römische Jurist,” in: Vom römischen Recht, zehn Versuche 

(2.,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1961), 128ff.
Franz Wieacker, “Corpus Iuris,” in: Vom römischen Recht, zehn Versuche (2.,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1961), 242ff.
Franz Wieacker, “Π νοι τ ν διδασκ λ ν,” in: Festgabe für Johannes Sontis 

(1977), 53ff.
Franz Wieacker, “Antecessores. Rechtsunterricht im Zeitalter Justinians,” in: 

Festschrift für Hubert Niederländer zum 70. Geburtstag (1991), 215ff.
Hans Wieling, “Rechtsstudium in der Spätantike,” in: Orsolya Márta Péter/Béla 

Szabó (Hrsg.), A bonis bona discere, Festgabe für János Zlinszky 
zum 70. Geburtstag (Miskolc 1998), 513ff.



崔 秉 祚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141∼161160

〈Abstract〉

The State's Control over the Law Professorship 

in Ancient Rome
88)

Prof. Dr. Byoung Jo CHOE*

This paper discusses the state's control over the law professorship in ancient 

Rome, especially in the Later Roman Empire. The legal education in the Roman 

Republic and the Principate was, in principle, committed to the jurists, who 

freely communicated with their pupils on personal basis. It was sometimes 

performed in the public auditoriums offered by the state. During that period, 

Rome remained to be the capital place for the jurisprudence as well as for the 

legal education. The decline of the Roman jurisprudence since the middle of the 

third century A.D.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format of the jurists. Now 

they were mainly the teachers of law whom the state only exempted from the 

burden of the guardianship, allowing no salary from the state yet.

In the Dominate, the emperors gradually began to promote and to control 

consciously the hitherto free legal education which was concentrated on the 

practice-oriented activities, even though sometimes accompanied by the theoretical 

instructions as well. The centers of the legal education found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Empire, especially Constantinople and Berytos (Beirut), played an 

extraordinary role. They provided the state with a group of legal and 

administrative experts acting as the public officials. Local municipalities also 

produced their lawyers.

The concern about the quality of the higher education in the main disciplines, 

i.e., the liberal arts and the sciences such as rhetoric, philosophy and medicine, 

l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salary system and the exemption from the 

various munera, i.e., public and private burdens, of the teachers of the above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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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s, in as early as the middle of the first century A.D. The state control 

over the law professors, however, occurred somewhat later than that over the 

professors in other fields. However, from the middle of the fourth century A.D. 

onward, the regulations became a part of the system, which culminated in the 

law school reform by Justinian the Lawgiver in the middle of the sixth century 

A.D.

There were only a few of the law professors. Instead, they were endowed 

with the payment and the allowances and, the last but not the least, were 

bestowed with a great honour both in the public status hierarchy and in the 

social estimation. The renowned professors in the law schools who are known by 

name built their own exclusive academic circles, “Professorendynastien.” 

(Wieacker) It is clear that they rendered their services of an excellent caliber 

and for that were called  the “legum nutrix,” the foster-mothers of law. Their 

influence was above all due to their control over the graduation through the 

issuance to the students of a certificate of perfomance, which was at that time a 

requirement for the admission to the b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