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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로마법상 ‘침욕(侵辱, iniuria)’에 대한 규율은 12표법상의 신체침해에 대한 규정(XII.
Tab.8.2-4)에서 출발한다. 지체불구화나 골절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신체침해를 의
미하는 ‘침욕’은 초기에는 물리적 신체침해에만 국한되었으나 이후 법정관 고시법을 통해 신
체에 대한 물리적 침해 외에도 고성비방을 비롯하여, 강제추행, 스토킹, 재산권행사 방해,
나아가 신용훼손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사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안유형들을
포괄하며 발전하게 된다.
고전기 방식서소송에서는 침욕에 해당하면 그 효과로 침욕평가소권(actio iniuriarum
* 이 논문은 한국법사학회 제131회 정례학술발표회(2019. 12. 20.)에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
이다. 이 논문의 작성과정에 있어 관련 개소에 대한 초역본을 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
고, 최종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내주신 서울대학교 최병조 명예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표한다. 아
울러 논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평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도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경북대학교 강사, ich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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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imatoria)이 부여된다. 우선 법정절차에서 피해자가 법정관 면전에서 자신이 당한 침욕
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액을 제시한 후 법정관으로부터 침욕소권을 부여받는다. 다음 단
계인 심판인절차에서 심판인이 피고가 침욕을 행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선과 형평에 따른 재량
으로 평가한 상당액만큼 유책판결한다. 자유인에 대한 침욕의 경우 배상은 ‘비재산적 손해’
에 대한 배상이었는데, 이는 로마법상 ‘자유인의 신체 자체는 가액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liberum corpus nullam recipit aestimationem)라는 법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고전기가 지나고 후대로 가면서 침욕은 민사절차를 통한 금전배상보다는 비상심리절차를
통한 형사제재로 규율되고, 후대 형사법의 일반적 경향을 공유하며 형벌의 수위도 가혹하게
된다.
[주제어] 침욕(iniuria), 신체침해, 능욕(contumelia), 훼욕(infamia), 법정관법, 민법
제751조 제1항

Ⅰ. 들어가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財産 以外의 損害의 賠償”이라는 제하에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 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구별을 전제로, 재산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비재산
적 손해배상(이른바 ‘위자료’)을 인정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른바 인격권침해에 속하는 명
예훼손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이외에, 신체침해와 자유침해 사안까지 규
정하고 있다.1) 본조의 연혁을 추적해보면 로마법상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침욕(侵辱, iniuria)2)으로 소급되는데,3) 로마법에서 ‘침욕’은 초기에는 신체
1) 그 예로 신체상해로 건강장애를 초래한 경우(예: 오감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감수력을 상실하거나
노이로제에 걸린 경우, 신체불구자가 되어 수치감과 불면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경우, 성기능 마비
를 초래한 경우)와 신체의 외형적 완전성을 해하여 정신적 평온을 해한 경우(예: 모발을 삭발하여
모발이 자랄 때까지 수치감을 느끼고 명예를 손상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유침해의 경우 신체적
자유침해로서 대표적인 감금과 정신적 자유침해로서 사기강박, 공동절교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자유침해 사안의 특별 유형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조(성
적 자유) 침해 사안이 논해진다. 뺷민법주해뺸(2005), 제751조(이동명 집필부분), 356면 이하 참조.
2) 후술하듯이 ‘iniuria’는 로마시대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시대가 흐르면서 그 의미가 확
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어 선정이 쉽지 않다. 외국어의 번역례를 살펴보면 그냥 “injuries”(Scott
역(1932))를 사용한 것부터 “offences against the personality”(Schulz, CRL (1951/1954),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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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의미하였으나4)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이른바 자
유․명예․신용의 침해와 같은 ‘인격침해’ 사안 전반을 포괄하게 되었고, 효
과면에서 제재와 위자(慰藉)의 성격을 가지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규율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법 제751조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본고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연혁적 고찰의 기초로서 로마법상 침욕에 대하여 원전사료
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마법상 침욕은, 12표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정관법을 통한 규율영역
확장 및 이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기 법률가들의 논의와 제정후기 비상심리절
차를 통한 형사법적 처벌 위주의 규율까지의 복잡다단한 전개과정,5) 고찰
대상 사료 분량의 방대함,6) 형사법적 규율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까다로

3)
4)

5)
6)

“Persönlichkeitsverletzung”(Kaser, RP, Bd. 1(1971), 623) “Personenverletzung”(Kaser/Knütel/
Lohsse, RP (2017), 316), “Verletzung der Persönlichkeit”(Kunkel/Honsell, RR (1987), 368) 등의
다양한 역어가 사용되고 있고, 현승종/조규창, 뺷로마법뺸(2004), 856면 이하에서는 “人格侵害”, “人
格權의 侵害”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그나마 통용되고 있는 “인격침해”는 너무 포괄적이면서
로마법상 ‘iniuria’가 초기에는 신체침해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무엇보다 사료번역에 있어서 iniuria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contumelia’(능욕)와
‘infamia’(훼욕, 毁辱)와의 용어 구별을 위해 본고에서는 iniuria를 ‘침욕(侵辱)’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물론 iniuria의 개념이 확대되어 이미 공화정 말기에는 이 세 가지와 동의어로 되면서 세 가지 개념을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인격권 개념의 발달사를 보면 1590년에 Donellus가 비로소 침욕소
권(actio iniuriarum)의 소권법적 틀을 벗어난 사권(私權)으로 정립했다고 한다.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Rechtsgeschichte, hrsg. von Adalbert Erler und Ekkehard Kaufmann, III. Band (1984),
s.v. Persönlichkeitsrecht, col.1626- 1628 (H.-J. Becker).
참고로 현승종/조규창(2004), 856면 이하에서는 “인격침해”라는 제하에 I. 市民法상의 人格侵害와
II. 法務官法상의 人格侵害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1. 인격권의 침해, 2. 사기(악의), 3. 강박, 4.
債權者詐害로 설명하고 있는데, 2.~4.까지를 “인격권의 침해”의 제하에서 배치하면서 “法務官은
인격침해소송으로 타인의 人格權을 침해하는 모든 不法行爲를 제재하는 한편 법률행위에 있어서
는 惡意와 强迫 및 債權者詐害行爲를 상대방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이를 不法行爲로 제재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로마시대에 과연 사기(악의)와 채권자사해까지 “인격권의 침해”로 다
루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는 iniuria의 역어를 “인격권의 침해”라고 함으로써 초래된 혼동이 아닌
가 추측된다.
로마법 이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는 Zimmermann, LO (1992), 1062ff. 참조.
12표법에서는 자유인과 노예의 신체훼손이 함께 규율되었으나, 기원 전 286년의 아퀼리우스법(lex
Aquilia)을 통해 노예의 신체훼손이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규율되면서, 자유인과 노예는 달리 규율
된다. 후대 일반불법행위법 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아퀼리우스법에 대하여는 최병조, ｢로마불법행위
법 연구: Lex Aquilia｣, 뺷로마법연구(I)뺸, 서울대학교 출판부(1995), 371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하여는 Hagenann, Iniuria: Von den XII-Tafeln bis zur Justinianischen Kodifikation
(1998) 참조.
관련 사료로 Gai.3.220-225; D.47.10 R. De iniuriis et famosis libellis; C.9.35 R. De iniuriis;
C.9.36 R. De famosis libellis; Inst.4.4 R. De iniuriis; PS.5.4 R. De iniur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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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주제에 해당한다.7) 이에 따라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선 본고에서는 민사 불법행위로서의 침욕에 대하여만 다루고,8) 형사법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논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한다.9) 한편 침욕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자유인(이는 ‘家子’를 제외한 ‘家父長權者’만을 의미한다)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타인의 노예나 가부장권 복속자10)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전자의 경우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한다.
논의의 순서로 먼저 로마법상의 침욕 불법행위에 대해 개관하고(Ⅱ.), 성
립요건과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Ⅲ.~Ⅶ.) 논의를 요약함으로써(Ⅷ.) 글
을 끝맺기로 한다.

Ⅱ. 로마법상 침욕 불법행위 개관
1. 의의
로마법상 ‘iniuria’는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는데,11) ‘침욕(侵辱)’ 불법행위
7) Riggsby (2010), 191: “This is perhaps the most complex of the delicts and almost certainly the
one with the most complex evolution.”
8) 로마법상 침욕(iniuria)은 절도(furtum), 강도(rapina), 불법재물손괴(damnum iniuria datum)와 함
께 대표적인 민사불법행위 유형에 속하였다. 침욕은 고전기 후기까지는 민사소송으로 규율되고 있
음이 확인된다.
D.47.10.7.6 Ulpianus 57 ad edictum.
Posse hodie de omni iniuria, sed et de atroci civiliter agi imperator noster rescripsit.
(오늘날 모든 侵辱에 대하여, 중한 침욕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우리의 황제께서 칙
답하셨다.)
C.9.35.7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Iniuriarum causa non publici iudicii, sed privati continet querellam.
(침욕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의 쟁송이다.)
9) 대표적으로 기원 전 81년의 침욕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lex Cornelia de iniuriis)이 있다. 한편 로

마의 경우 제정기 후기로 가면서 침욕은 비상심리절차를 통해 형사적으로 규율되며 그 형량도 강
화되는 것이 사료상 확인된다. 형사법에 대하여는 O.F. Robinson, The Criminal Law of Ancient
Rome (1996), 49ff. 참조.
10) 기본적으로 家子가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혼인한 家女에 대한 침욕 사안은 신분법적 고려하에 별
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11) 학설휘찬에서 침욕에 관한 장인 D.47.10 (R. De iniuriis et famosis libellis)의 모두(冒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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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에서의 iniuria는 후술하듯이 12표법상에서는 지체불구화나 골절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신체침해를 의미하였다. 그 이후 그 의미가 확대되어,
그리스어 ‘깔봄’(ὕβρις)에서 유래한(Inst.4.4.pr.) ‘contumelia’, 즉 ‘능욕’과 같
아지게 되고,12) 이를 통해 iniuria는 다양한 인격침해 사안을 포괄하게 된다.
바실리카법전(B.60.21)도 iniuria를 ὕβρις로 재현하였다.

2. 발전과정
침욕 불법행위는 기원 전 451~449년에 제정된 12표법에서 이미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13) 자유인과 노예를 포함한 신체훼손에 대하
iniuria의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고 있고, 이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학제요(Inst.4.4)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D.47.10.1.pr. Ulpianus 56 ad edictum.
Iniuria ex eo dicta est, quod non iure fiat: omne enim, quod non iure fit, iniuria fieri dicitur.
Hoc generaliter. Specialiter autem iniuria dicitur contumelia. Interdum iniuriae appellatione
damnum culpa datum significatur, ut in lege Aquilia dicere solemus: interdum iniquitatem
iniuriam dicimus, nam cum quis inique vel iniuste sententiam dixit, iniuriam ex eo dictam, quod
iure et iustitia caret, quasi non iuriam, contumeliam autem a contemnendo.
(Iniuria란 합법적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데서 그렇게 부른다. 왜냐하면 합법적이지 않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로는 iniuria는 ‘능욕’을 말한다. 때로는 iniuria라는 명칭으로, 아퀼리우스법의 경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관례이듯이, 과실로 가해진 손해를 의미한다. 때로는 불공정을 iniuria라고 말한다. 왜
냐하면 어떤 자가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게 판결을 선고했으면 iuria가 아닌 것처럼 합법과 정의가
결여되었다는 점으로부터 iniuria라고 부른다. 그런데 능욕이란 ‘깔보다’에서 유래한다.)
12) 그런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Digest-Watson (1998)의 경우 D.47.10의 제명에 있는 iniuria를
“contumelies”로 번역하고 있다. 참고로 Hagemann (1998), 65f.에서는 iniuria (침욕)와 contumelia
(능욕)을 동치시킨 장본인은 라베오라고 하면서(그 근거로 D.47.10.15.46와 D.47.10.13.4를 든다),
이것이 침욕과 관련한 후대의 법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한다.
13) 관련 규정은 아래 참조.
XII.Tab.8.1a: 비방요(malum carmen)를 부른 자는 …
XII.Tab.8.1b: 우리의 12표법은 극히 적은 경우만을 극형으로 제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
우에는 역시 극형을 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자가 타인에게 훼욕(毁辱, infamia)이나 汚
名(flagitium)을 줄 諷刺歌(carmen)를 부르거나 作詞한 경우.
XII. Tab.8.2: 어떤 자가 (타인의) 肢體를 不具로 만드는 경우 그[피해자]와 和解하지 않으면 동해
보복을 한다.
XII. Tab.8.3: 어떤 자가 손을 쓰거나 곤봉으로 [타인의] 뼈를 부러뜨린 경우 [피해자가] 자유인이
면 300아스의, 노예이면 150아스의 징벌금을 문다.
XII. Tab.8.4: 어떤 자가 타인에게 침욕을 가한 경우(iniuriam faxsit) 25아스를 징벌금으로 한다.
(번역은 최병조, ｢12표법(대역)｣, 뺷로마법연구(I)뺸(1995)를 기초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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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타인을 지체불구(membrum ruptum)로 만든 경우에는 동해보복, 골절(os
fractum)의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 자유인 300아스, 노예 150아스의 차등 정

액배상, 기타의 경미한 신체침해14)에 해당하는 “침욕”(iniuria)의 경우에는
25아스의 정액배상을 규정하고 있다.15)

기원 전 3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갈 무렵 법정관고시들이 발령되면서 신체
훼손에 대한 동해보복과 정액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12표법은 더 이상 적용
되지 않게 된다.16) 그 이유로 원시적 보복사상에 근거한 동해보복은 더 이상
12표법 제8표 제1a조는 주문(呪文)에 대한 규정으로 특수한 유형의 비방에 속한다는 견해로
Riggsby (2010), 70 참조. Kaser/Knütel/Lohsse, RP (2017), § 51, Rn. 19에서는 12표법 제8표
제1a조에서의 ‘비방요’(“als ’Rufmord’?”)는 사형으로 제재되었고, 아마도 피해자에게 살해권이 인

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제재는 종교법적인 기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지배
적인 견해라고 한다.
14) Schulz, CRL (1951/1954), 594는 따귀 때리기, 구타 및 경미한 폭행을 들고 있다. Zimmermann,
LO (1992), 1050f.도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15) 후대의 사료에 의하면 침욕을 규정한 XII. Tab.8.4가 일반규정이고, 골절의 경우에 관한 XII.
Tab.8.3를 특별규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Paul. Coll.2.5.5
Iniuriarum actio aut legitima est aut honoraria. Legitima ex lege duodecim tabularum qui
iniuriam alteri facit, quinque et viginti sestertiorum poenam subito. Quae lex generalis fuit:
fuerunt et speciales, velut manu fustive si os fregit libero, CCC, si servo, CL poenam subito
sestertiorum.
(침욕소권은 법률이 정한 것이거나 명예관법상의 것이다. 법률이 정한 것은 타인에게 침욕을 행하
는 자는 25세스테르티우스의 징벌금을 배상하라는 12표법에 의한 것이다. 이 법조는 일반 규정이었
다. 특별규정들도 있었는데, 가령 손찌검이나 몽둥이로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300세스테르티
우스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150세스테르티우스의 징벌금을 배상하라는 규정이 그 예이다.)
16) 이것들은 급기야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편찬된 영구고시록에 편입된다. 법정관 고시의 내용은
Otto Lenel, Das Edictum Perpetuum, Tit. XXXV. De iniuriis (3. Aufl. 1927/1974) 참조.
§ 190. Generale edictum (일반고시)
§ 191. De conuicio (고성비방)
§ 192. De adtemptata pudicitia (순결노림)
§ 193. Ne quid infamandi causa fiat (어떤 것이 훼욕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
§ 194. De iniuriis quae seruis fiunt (노예에게 행해지는 침욕: 노예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경우)
§ 195. De noxali iniuriarum actione (침욕 가해자위부소권: 노예가 가해자인 경우)
§ 196. Si ei, qui in alterius potestate erit, iniuria facta esse dicetur (타인의 家父長權 복속자에게
침욕이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
§ 197. De contrario iniuriarum iudicio (침욕 반대소송)
Zimmermann, LO (1992), 1053은 일반고시의 존재를 의문시 하며, 고성비방(§ 191)부터 노예에
게 행해지는 침욕(§ 194)까지의 네 가지 특별고시만을 인정한다. 12표법을 기초로 한 법정관법의
단계별 개선 과정에 대하여는 Hagemann (1998), 50ff. 참조. 한편 12표법상의 iniuria가 독자적 불
법행위임을 부정하고(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이해), 후대의 iniuria 개념과의 절연성을 주장하는 견
해로 Birks, “The Early History of Iniuria”, 37 TR (1969) 16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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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17)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12표법상의 정액배상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점이 전해진다.18) 아울러 규율

내용에 있어서도 신체에 대한 물리적 침해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고성
비방’) 등의 다양한 행위유형까지도 포괄하게 되고,19) 그 효과로 정액배상이
아닌 법정관 또는 피해자의 ‘평가’ 후 심판인의 유책판결로써 금전배상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20) 침욕에 관한 고전기 법은 이러한 법정관 고시를
17) Schulz, CRL (1951/1954), 594에서는 실제로 동해보복이 실행되기보다는 법정관이 당사자 간에
강제화해를 시켰을 것이라고 본다.
18) 유명한 Lucius Veratius의 일화를 전하는 Gellius, Noctes Atticae (아티카 夜話), 20.1.13 참조.
Gellius 20.1.13: Itaque cum eam legem Labeo quoque vester in libris quos ad duodecim tabulas
conscripsit, non probaret: “…” inquit L. Veratius fuit egregie homo inprobus atque inmani
vecordia. Is pro delectamento habebat os hominis liberi manus suae palma verberare. Eum
servus sequebatur ferens crumenam plenam assium; ut quemque depalmaverat, numerari statim
secundum duodecim tabulas quinque et viginti asses iubebat. Propterea, inquit praetores postea
hanc abolescere et relinqui censuerunt iniuriisque aestumandis recuperatores se daturos
edixerunt.
19) Schulz, CRL (1951/1954), 593ff.에서는 12표법 제8표 제4조 규정에서 사용된 용례를 고려할 때,
iniuria는 골절 등에 이르지 않은 따귀를 때리거나 구타 등의 가벼운 신체침해(lesser physical
injuries)를 의미하였고, 후대에 모든 고의적인 신체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나아가
법정관 고시에 다양한 사안유형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신체침해(physical injuries)를 포함하는 자
유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an offence against the personality of a free man)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Schulz, Principles (1956), 69에서는 보다 함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원래 侵辱(iniuria)은
신체침해(physical injury)만을 의미하였으나, 고전법에서는 그 개념은 모든 고의적인 인격침해
(intentional personal injury)를 포함하게 된다.”(로마법의 특징으로서 “단순성”의 한 예!).
20) 한편 기원전 81년에는 침욕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기원전 81년) 제정되어 형사법적 규율도 이루
어지게 된다. 동법은 형사법이지만 피해자의 선택으로 (아마도 경미한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
처리되다가, 후대에는 비상심리절차에 의한 형사처벌로 규율된다.
D.3.3.42.1 Paulus 8 ad ed.
Ad actionem iniuriarum ex lege Cornelia procurator dari potest: nam etsi pro publica utilitate
exercetur, privata tamen est.
(코르넬리우스법에 기한 침욕소권에 소송대리인이 부여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적 이익을 위하여
소권행사되지만, 사익을 위해서도 소권행사되기 때문이다.)
D.47.10.35.1 Ulpianus 3 de omnibus tribunalibus.
Etiam ex lege Cornelia iniuriarum actio civiliter moveri potest condemnatione aestimatione
iudicis facienda.
(또한 코르넬리우스법에 기해 침욕의 소(訴)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 심판인의 평가에
따라 유책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PS.5.4.8.
Mixto iure actio iniuriarum ex lege Cornelia constituitur, quotiens quis pulsatur, vel cuius
domus introitur ab his, qui vulgo directarii appellantur. In quos extra ordinem animadvertitur,
ita ut prius ingruentis consilium pro modo commentae fraudis poena vindicetur exilii aut metalli
aut operis publ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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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한편 고전기 후기가 지나면서는 침욕은 민사적 금전배상보다는 비상심리
절차를 통한 형사처벌로써 규율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21)

3. 분류
1) 피해의 대상에 따른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로마법상 침욕은 크게 자유인(즉, 家父長權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타
인의 노예나 가부장권 복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22) 이에 따라
직접침해(per semet ipsum. 家父나 家母에게 직접)와 간접침해(per alias
personas. 즉 家子, 노예, 처, 며느리를 통해)로 구별된다.23)
(혼합법에 의한 침욕의 소는 코르넬리우스 법(81 BC)에 의하여 규정된 것인데, 어떤 자가 얻어맞거
나 또는 어떤 자의 주거가 속칭 침입절도범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침입되는 경우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비상심리절차로 처벌되고, 그래서 먼저 침입자의 의도가 궁리한 사해(詐害)의 정도에 따
라서 추방 또는 광산노역 또는 강제공공노역의 벌로써 응징된다.)
참고로 절도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폭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침욕소권이 적용된다.
D.47.2.21.7 Paulus 40 ad Sab.
Qui furti faciendi causa conclave intravit, nondum fur est, quamvis furandi causa intravit. quid
ergo? qua actione tenebitur? utique iniuriarum: aut de vi accusabitur, si per vim introivit.
21) 이에 대하여는 Hagemann (1998), 115ff. 참조. 학설휘찬의 침욕에 관한 장(D.47.10 R. De iniuriis
et famosis libellis)의 마지막 개소인, 3세기 중반에 활동한 헤르모게니아누스 개소 참조.
D.47.10.45 Hermogenianus 5 epitomarum.
De iniuria nunc extra ordinem ex causa et persona statui solet. Et servi quidem flagellis caesi
dominis restituuntur, liberi vero humilioris quidem loci fustibus subiciuntur, ceteri autem vel
exilio temporali vel interdictione certae rei coercentur.
(침욕에 관해서는 오늘날 비상심리절차로 사안과 인적 지위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참으
로 노예들의 경우 편타(鞭打)해서 주인들에게 반환되고, 자유인들의 경우 하층민들은 몽둥이질을
당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유기추방 또는 일정한 내용의 금지명령으로 징치된다.)
PS.5.4.11.
Qui per calumniam iniuriae actionem instituit, extra ordinem punitur: omnes enim calumniatores
exilii vel insulae relegatione aut ordinis amissione puniri placuit.
(모욕으로써 침욕의 소를 야기하는 자는 비상심리절차로 처벌된다. 왜냐하면 모든 능욕자들은 추방
또는 도서 경유배(島嶼 輕流配) 또는 신품(身品)상실로써 처벌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22) 각각의 경우 법정관의 고시가 전해지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찰이 요구된다.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EP § 194 De iniuriis quae servis fiunt [= D.47.10.15.34]; 후자에 대하여는 EP § 196
Si ei qui in alterius potestate erit etc. [= D.47.10.17.10] 참조.
23) D.47.10.1.3 Ulpianus 56 ad edictum.
Item aut per semet ipsum alicui fit iniuria aut per alias personas. Per semet, cum directo i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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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침욕과 중한 침욕

한편 단순 침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한 침욕’(atrox iniuria)이 있다.
중한 침욕이란, “더 능욕적이고 중대한(contumeliosiorem et maiorem) 침
욕”(D.47.10.7.7)인데, 공화정 말기에 활동한 법률가인 라베오가 구별한 이
래 논자별로 구분 기준은 다소 상이하나, 크게 인적 지위, 시간과 장소, 침해
자체 또는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24) 한편 ‘중한 침욕’의 경우 효과
면에서 단순침해와 차이가 있었다(후술).
인적 지위
라베오
(D.47.10.7.8)

가이우스
(Gai.3.225)

시간/장소

persona
정무관
아버지
두호인을 상대로

tempore
공연 중
법정관 면전
(↔ 고립상태)

re ipsa
상해를 입히거나
얼굴을 때린 경우

ex persona
정무관
하류민이 원로원의원 상대로

ex loco
극장
광장

ex facto
상해
편타
몽둥이로 때린 경우

파울루스
(D.47.10.8)

파울루스
견해록
(PS.5.4.10)

침해자체/행위

vulneris magnitudo
vulneris locus (눈)
persona
평민이
원로원의원
로마기사
시참사회원
정무관

loco aut tempore
공개장소
대낮

cui patri familias vel matri familias fit iniuria: per alias, cum per consequentias fit, cum fit
liberis meis vel servis meis vel uxori nuruive: spectat enim ad nos iniuria, quae in his fit, qui
vel potestati nostrae vel affectui subiecti sint.
(또 어떤 자에게 침욕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이다. 자신에
게라는 것은 어떤 家父나 家母 자신에게 직접 침욕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타인을 통하는 것은 나의
자식들이나 노예들, 처 또는 며느리에게 침욕이 일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에게 침욕이) 발생하
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솔가권(率家權)이나 근친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침욕은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 사료상 중한 침욕이 인정되는 경우로 (i) 직접 신체에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적 지위를 고려하여
중한 침욕이 성립되고(예: 옷이 찢기고, 종자(從者)를 떼어놓거나 고성비방의 경우. D.47.10.9.pr.),
(ii) 극장이나 광장에서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두 가지 침욕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와(D.47.10.9.1) (iii) 종교관직자가 복식과 장식을 한 상태에서 침욕을 당한 경우에도 중한 침
욕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C.9.35.5 (a.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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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지위

시간/장소

침해자체/행위

안찰관
심판인 상대로

법학제요
(Inst.4.4.9)

ex persona
정무관을 상대로
하류민이 원로원의원 상대로
자식이 아버지 상대로
해방노예가 두호인 상대로

ex loco
극장
광장
법정관 면전

ex facto
상해를 입히거나
몽둥이로 구타
locus vulneris
눈을 때린 경우

Ⅲ. 성립요건
침욕의 성립요건은 객관적인 침욕행위와 주관적인 침욕의 고의 내지 목적
이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1. 객관적 침욕행위
공화정 말기에 활동한 법률가였던 라베오(주활동시기: 기원 전 25년~기
원 후 10/11년)는 일찍이 침욕을 물리적(re) 침욕과 언어적(verbis) 침욕으로
분류하고, 전자로 손찌검이 가해지는 것을, 후자로 고성비방이 가해지는 것
을 들고 있다.25)

25) 이러한 이분법은 기원 후 300년경의 파울루스 견해록(Pauli Sententiae)에서도 용어는 조금 다르지
만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PS.5.4.1
Iniuriam patimur aut in corpus aut extra corpus: in corpus verberibus et illatione stupri, extra
corpus conviciis et famosis libellis, quod ex adfectu uniuscuiusque patientis et facientis
aestimatur.
(우리는 침욕을 신체에 당하거나 아니면 신체 외에 당한다. 신체에 당하는 것은 편타와 음탕행위를
가함으로써이고, 신체 외로 당하는 것은 고성비방과 명예훼손문에 의한 것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의도에 의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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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10.1.1 Ulpianus 56 ad edictum.
Iniuriam autem fieri Labeo ait aut re aut verbis: re, quotiens manus inferuntur:
verbis autem, quotiens non manus inferuntur, convicium fit.
(라베오 가로되, 침욕은 물리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물리적이

란 손찌검이 가해지는 경우이고, 언어적이란 손찌검 없이 고성비방이 일어나는 경
우이다.)

고전기에 이르면 위의 두 가지 대표적인 침욕의 태양이 세분화되면서 새로
운 유형들이 추가되는데, 가이우스 법학원론에서는 아래와 같이 6가지 행위
유형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는 여기에 몇 가지 행위
유형들을 추가시키고 있다(추가된 내용에 대하여는 밑줄 처리). 주목할 만한
것은 침욕이 더 이상 12표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신체손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인격침해 사안유형들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Gai.3.220

Inst.4.4.1

Iniuria autem committitur
non solum, cum [1a] quis pugno puta aut
fuste percussus [1b] vel etiam verberatus erit,
sed etiam [2] si cui convicium factum fuerit,
sive [3] quis bona alicuius quasi debitoris
sciens eum nihil sibi debere proscripserit,

Iniuria autem committitur
non solum, cum [1a] quis pugno puta aut
fustibus caesus [1b] vel etiam verberatus erit,
sed etiam [2] si cui convicium factum fuerit,
sive [3] cuius bona quasi debitoris possessa
fuerint ab eo, qui intellegebat nihil eum sibi
debere,
vel [4a] si quis ad infamiam alicuius libellum
aut carmen scripserit composuerit ediderit
[4b] dolove malo fecerit, quo quid eorum
fieret,
sive [5a] quis matrem familias aut
praetextatum
praetextatamve
adsectatus
fuerit, sive [5b] cuius pudicitia attemptata
esse dicetur:
et [6] denique aliis pluribus modis admitti
iniuriam manifestum est.

sive [4] quis ad infamiam alicuius libellum
aut carmen scripserit,

sive [5] quis matrem familias aut praetextatum
adsectatus fuerit,

et [6] denique aliis pluribus modis.

침욕행위는
[1a] 어떤 자가 가령 주먹이나 몽둥이로 얻어맞
거나 [1b] 심지어 편타(鞭打)당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2] 어떤 자에게 고성비방(convicium)하거나,
[3]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가 자기에

침욕행위는
[1a] 어떤 자가 가령 주먹이나 몽둥이로 맞거나
[1b] 심지어 편타(鞭打)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어떤 자에게 고성비방(convicium)하거나,
[3]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가 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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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3.220

Inst.4.4.1

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
인 것처럼 公賣공고를 하거나,
[4]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훼욕(毁辱)하기 위하
여 비방문이나 비방시를 작성하거나,

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
인 것처럼 점유[私押留]하거나,
[4a]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훼욕(毁辱)하기 위
하여 비방문이나 비방시를 쓰고 작곡하고 유포
하거나 [4b] 악의로 이런 것들 중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26)
[5a] 정숙한 부인[家母]이나 남자 또는 여자 청
소년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5b] 순결을 넘보았
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저질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6] 마지막으로 다른 많은 방법으로 침
욕이 행해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는 [5] 정숙한 부인[家母]이나 청소년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6] 마지막으로 다른 많은 방법으로 저질러진다.

1) 물리적 침욕

[1a] 주먹이나 몽둥이로 맞는 것(pugno aut fustibus caesus)

이는 기본적으로 12표법상의 신체손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밖의 물리
적인 경우로 다음의 개소가 전해진다. 실제 물리적 타격은 없었지만 자주 겁
을 준 경우에는 ‘준소권’이 부여되었다.
D.47.10.15 Ulpianus [77]<57 Lenel> ad edictum.
pr. Item apud Labeonem quaeritur, si quis mentem alicuius medicamento aliove
quo alienaverit, an iniuriarum actio locum haberet. Et ait iniuriarum adversus
eum agi posse.
(또 라베오 질문: 어떤 자가 타인의 정신을 약(藥)이나 다른 것을 써서 미치게 한

경우에 침욕의 訴가 적용되는가. 가로되, 그를 상대로 침욕의 訴로써 제소할 수
있다.)
1. Si quis pulsatus quidem non est, verum manus adversus eum levatae et saepe
territus quasi vapulaturus, non tamen percussit: utili iniuriarum actione tenetur.
(어떤 자가 얻어맞지는 않았지만, 손이 그를 상대로 들어올려지고 얻어맞을 듯이
26) D.47.10.5.9 Ulpianus 56 ad edictum. [= 침욕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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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겁박당했으나 그렇지만 치지는 않은 경우에는 準침욕소권으로 책임을 진다.)

[1b] 편타(채찍질, verberare, flagellare)

편타(鞭打), 즉 채찍질은 로마시대에 주로 노예에게 가해지는 침욕으로 다
루어졌는데, 자유인에게 편타가 가해지면 이는 ‘중한 침욕’에 해당하였다.
2) 언어적 침욕

언어적 침욕에는 [2] 고성비방과 [4] 출판물 또는 비방요에 의한 침욕이
있다.
[2] 고성비방(convicium)

(1) 정의
‘고성비방(高聲誹謗, convicium)’27)은, 후술하듯이 이에 관한 법정관 고시

가 마련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라베오는 언어적 침욕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으며,28) 학설휘찬에서도 이에 관하여 비중있게 다루어진다(D.47.10.15.214).29) ‘고성비방’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라 그 명칭에서 보듯이 ‘공

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울피아누스는 ‘convicium’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다
수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con-vocium)”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서
(D.47.10.15.4), 따라서 모든 악담이 고성비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

함으로 발해진 것(id solum, quod cum vociferatione dictum est)”만이 이에
27) Kaser, RP, Bd. 1 (1971), 624에서는 “die öffentliche Schmähung durch ein Katzenkonzert von
Schimpfwörten und Spottversen”로 설명한다. 한편 동, 주 14에서는 ‘고성비방’은 12표법상
(XII.Tab.8.1b)의 공개모욕(‘occentare’: [풍자가를] 부르다)이 존속한 것으로, 이는 아마도 민족의
원시적인 저주마술(Verfluchungsmagie)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Kunkel/Honsell, RR
(1987), 369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8) D.47.10.15.3 Ulpianus [77]<57 Lenel> ad edictum.
Convicium iniuriam esse Labeo ait.
(고성비방은 침욕이라고 라베오는 말한다.)
29) 현승종/조규창(2004), 861면에서는 “안하무인의 高聲放歌로 公共의 安穩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하
는데, 우선 단순한 “고성방가”만으로는 안 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을 내용으로 해야 하며, 어디까지
나 민사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公共의 安穩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서술은 정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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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고(D.47.10.15.11),30) 아울러 회집(會集)하여 발해진 것(quod in
coetu dictum est)이면 발화자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고성비방에 해당한다

고 한다(D.47.10.15.12).
(2) 법정관 고시

고성비방에 대하여는 법정관 고시(EP § 191. De conuicio)에서 규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량에 풍속에 위반할 것’과, 훼욕(毁辱)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임재자이든 부재자이든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 이에
가공(加功)한 자, 즉 교사자나 방조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였다.
EP § 191 De conuicio
D.47.10.15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2. Ait praetor: “Qui adversus bonos mores convicium cui fecisse cuiusve opera
factum esse dicetur, quo adversus bonos mores convicium fieret: in eum iudicium
dabo”.
(法政官 가로되: “본관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어떤 자에게 고성비방을 행하였다

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고성비방이 행해지도록 그의 조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자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부여할 것이다.”)31)

…
5. Sed quod adicitur a praetore “adversus bonos mores” ostendit non omnem in
unum collatam vociferationem praetorem notare, sed eam, quae bonis moribus
improbatur quaeque ad infamiam vel invidiam alicuius spectaret.
(그런데 법정관에 의하여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가 덧붙여진 것은 법정관이 하나

로 수렴된 모든 고함을 [침욕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배치되고

30) PS.5.4.19.
Maledictum itemque convicium publice factum ad iniuriae vindictam revocatur. Quo facto
condemnatos infamis efficitur.
(악담 및 공개적으로 행해진 고성비방은 침욕의 응징에 이르게 된다. 이 행위로 유책판결을 받은
자들은 파렴치자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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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인의 훼욕이나 시해(猜害)를 노린 것만을 단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32)
6. Idem ait “adversus bonos mores” sic accipiendum non eius qui fecit, sed
generaliter accipiendum adversus bonos mores huius civitatis.
(법정관 가로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란 행위자 개인의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

로 ‘이 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7. Convicium non tantum praesenti, verum absenti quoque fieri posse Labeo scribit.
Proinde si quis ad domum tuam venerit te absente, convicium factum esse dicitur.
Idem et si ad stationem vel tabernam ventum sit, probari oportere.
(고성비방은 임재자뿐만 아니라 부재자에게도 행해질 수 있다고 라베오는 기술한다.

그래서 가로되, 어떤 자가 네가 부재중에 너의 집에 와서 그렇게 한 경우 고성비방이
행해졌다고 한다. 또 작업소나 사업장에 와서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승인되어
야 한다.)
8. Fecisse convicium non tantum is videtur, qui vociferatus est, verum is quoque,
qui concitavit ad vociferationem alios vel qui summisit ut vociferentur.
(고함을 지른 자뿐 아니라, 타인들을 선동하여 고함을 지르게 했거나 고함이 터져

나오게 조장한 자 역시 고성비방을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9. “Cui” non sine causa adiectum est: nam si incertae personae convicium fiat,
nulla executio est.
(“어떤 자에게”는 이유 없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특정의 사람에게 고성

비방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 Si curaverit quis convicium alicui fieri, non tamen factum sit, non tenebitur.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고성비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31) PS.5.4.20.
Non tantum is, qui maledictum aut convicium ingesserit, iniuriarum convictus famosus efficitur,
sed et is, cuius ope consiliove factum esse dicitur.
(악담이나 고성비방을 가한 자만이 침욕으로 유책판정되면 파렴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의 조력과 조언으로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자 역시 그러하다.)
32) PS.5.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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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칙법

고성비방과 관련하여 전승되는 칙법은 아래와 같다.
D.47.10.15.13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Si quis astrologus vel qui aliquam illicitam divinationem pollicetur consultus
aliquem furem dixisset, qui non erat, iniuriarum cum eo agi non potest, sed
constitutiones eos tenent.
(점성술가 또는 어떤 불허되는 점술업을 하는 자가 의뢰를 받고 도둑이 아닌 자를
“도둑”이라고 [점괘를] 말한 경우 그를 상대로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없으나,

칙법이 그들을 책임지운다.)

C.9.35.5 Diocletianus, Maximianus (a.290).

… Si in rixa inconsulto calore prolapsus homicidii convicium obiecisti et ex eo
die annus excessit, cum iniuriarum actio annuo tempore praescripta sit, ob
iniuriae admissum conveniri non potes.
([…] 다툼 중에 열 받아서 의도 없이 ‘살인자’라는 고성비방을 내뱉었고 그 날로부

터 1년이 지났으면 침욕소권은 1년 기한으로 시효에 걸렸으므로 그대는 침욕을
범한 것을 이유로 제소될 수 없다.)

C.9.35.3 Gordianus (a.239).
Si non es nuntiator, vereri non debes, ne eapropter, quod iniuriae faciendae
gratia quidam te veluti delatorem esse dixerunt, opinio tua maculata sit. Quin
immo adversus eos, quos minuendae opinionis tuae causa aliquid confecisse
comperietur, more solito iniuriarum iudicio experiri potes.
(그대는, 그대가 고발자가 아니라면, 어떤 자들이 침욕을 행기 위하여 그대를 “밀고

자”라고 말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대의 평판이 더렵혀졌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대는 그대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어떤 짓을 함께 하였음이 판명될
자들을 상대로 관례에 따라서 침욕소송으로써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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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물 또는 비방요에 의한 침욕

언어적 방법에 의한 침욕으로 “출판물 또는 비방요”가 있는데, 훼욕할 목
적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비방문이나 비방시를 쓰고 작곡하고 유포
(scribere, componere, edere)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가공행위
(D.47.10.5.9)가 전해진다.33)
[4a] 비방문이나 비방시를 쓰고 작곡하고 유포하거나34)
[4b] 악의로 비방문 또는 비방시가 작성 ․ 작곡 ․ 유포되도록 하는 것
D.47.10.5.9 Ulpianus 56 ad edictum.
Si quis librum ad infamiam alicuius pertinentem scripserit composuerit ediderit
dolove malo fecerit, quo quid eorum fieret, etiamsi alterius nomine ediderit vel
sine nomine, uti de ea re agere liceret et, si condemnatus sit qui id fecit,
intestabilis ex lege esse iubetur.
(어떤 자가 타인을 훼욕하는 내용의 저술을 쓰고 작곡하고 유포하든지, 또는 악의

로 이런 것들 중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면, 비록 타인의 이름으로 유포
했든 익명으로 유포했든, 이 사안에 관하여 소구가 허용되고, 또 그 짓을 행한 자가
유책판결을 받으면 동 법률[= 침욕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 BC 81]상 증언능력을
상실한다고 명령되고 있다.)35)

한편 연대미상의36) 원로원의결에 의하면 저술이 아닌 경우(epigrammata
33) 침욕에 관한 학설휘찬의 장인 D.47.10의 제명이 De iniuriis et famosis libellis (침욕 및 비방적 문
서에 관하여)이지만, 문기(libellus)에 의한 명예훼손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칙법휘찬
C.9.36 R. De famosis libellis 역시 분량이 적고 명예훼손적 내용의 문기의 공개에 관한 처벌을
주로 담고 있다.
34) [비교] D.47.10.15.27 (= EP § 193. Ne quid infamandi causa fiat)
… si carmen conscribat vel proponat vel cantet aliquod, quod pudorem alicuius laedat.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비방시를 작성하거나 게시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경우)
35) [참고] D.28.1.18.1 Ulpianus 1 ad Sab.
Si quis ob carmen famosum damnetur, senatus consulto expressum est, ut intestabilis sit: ergo
nec testamentum facere poterit nec ad testamentum adhiberi.
36) Crook (1994), 252는 수에토니우스의 보고(Suetonius, Divus Augustus, 55)를 근거로 이 원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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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udve quid sine scriptura: 풍자시 또는 기록 아닌 어떤 것)와 이것들이 판

매되도록 한 자도 그 효과로 동일한 징벌, 즉 증언능력 상실을 정하고 있다
(D.47.10.5.10).37) 또한 위 원로원의결에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고발자에게는

심판인의 평가에 의한 포상금 부여를 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노예
의 경우에는 자유부여. D.47.10.5.11). 이러한 유형의 침욕은 유포가 쉽고,
그것이 사회적 지도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 진위를 떠나 파장이 크
다는 점에서 원로원에서 공적 사문절차를 통해 엄중히 다루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 그 밖의 침욕의 유형

이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대표적인 침욕의 태양 외에 다양한 행위유형
들이 추가된다. 아마도 관련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추가된 행위태양으로 추
정되는데, 시대변화에 따른 로마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대하여 로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좋은 사례들로 볼 수 있다.
[3] 타인을 무자력한 채무자로 취급하여 강제집행 등을 개시(신용훼손)

먼저 채무자를 무자력자로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사안 유형이 전
해진다. 가이우스 법학원론에서는 “공매공고(proscriptio)”로, 유스티니아누
결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것으로 추정한다.
37) 동 원로원의결은 침욕의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로원이 공적 查問을 통하여 사안을 응징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Robinson (1995), 50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악의
적 의도와 개별적인 비난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의 형사심리를 위하여 원로원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私的 범죄도 公的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언급한다.
D.47.10.6 Paulus 55 ad edictum.
Quod senatus consultum necessarium est, cum nomen adiectum non est eius, in quem factum
est: tunc ei, quia difficilis probatio est, voluit senatus publica quaestione rem vindicari. Ceterum
si nomen adiectum sit, et iure communi iniuriarum agi poterit: …
(이 원로원의결이 필수적인 것은 침욕이 행해진 자의 이름이 부가되지 않은 때이다. 이때에는 그를
위하여, 왜냐하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원로원이 공적 사문(査問)을 통하여 사안을 응징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이름이 부가된 경우에는 또한 공통법에 따라서 침욕의 소로써 제소한다. …)

로마법상 侵辱 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59

스 법학제요에서는 “私압류”(missio in bona) 개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민사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용의
가 있는데도 보증인들에게 청구한 경우에도 침욕의 소로써 책임진다고 전하
고 있다.38) 이러한 사안 유형들은 채무자를 무자력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채
무자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39) 심지어 타인에게 침욕을 행
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라고 부른 경우에도 침욕이 성립한
다는 개소도 전해진다.
D.47.10.15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31. Si quis bona alicuius vel rem unam per iniuriam occupaverit, iniuriarum
actione tenetur.
(어떤 자가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 하나라도 침욕으로 억류한 경우, 침욕의 소로써

책임진다.)
32. Item si quis pignus proscripserit venditurus, tamquam a me acceperit,
infamandi mei causa, Servius ait iniuriarum agi posse.
(또 어떤 자가 담보물을, 마치 나로부터 수령한 것인 듯이, 나를 훼욕할 목적으로

매각공고한 경우, 세르비우스 가로되,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있다.)

D.47.10.19 Gaius 22 ad edictum provinciale.
Si creditor meus, cui paratus sum solvere, in iniuriam meam fideiussores meos
interpellaverit, iniuriarum tenetur.
(내가 그에게 변제할 용의가 있는 나의 채권자가 나를 침욕하기 위하여 나의 보증

인들에게 청구한 경우 그는 침욕의 소로써 책임진다.)40)
38) 이에 대하여 Schulz, CRL (1951/1954), 595에서는 “로마인들은 모든 종류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
도로 민감하였고, 이것이 그들을 매우 멀리 나아가게 했다”고 서술하며 이 개소를 소개하고 있다.
39) Zimmermann, LO (1992), 1057에서는 이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간섭이 타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예로 서술하는데, 특히 로마의 민사집행이 고전기에도 개별집행은 예외적으로
만 인정되었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한 매각에 해당하는 파산절차로 진행되고, 채무자

에게는 파렴치효가 따른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는 채무자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최병조, 뺷로마법강의뺸(1999/2004), 5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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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10.20 Modestinus 12 responsorum.
Si iniuriae faciendae gratia Seia domum absentis debitoris signasset sine
auctoritate eius, qui concedendi ius potestatemve habuit, iniuriarum actionem
intendi posse respondit.
([모데스티누스] 해답: 세이아가 침욕을 행하기 위하여, 부재하는 채무자의 집을

승인의 권리나 권한을 가졌던 자의 승인 없이 봉인한 경우 침욕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D.47.10.15.33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Si quis non debitorem quasi debitorem appellaverit iniuriae faciendi causa,
iniuriarum tenetur.
(어떤 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를 침욕을 행하기 위하여 ‘채무자’라고 부른 경우 침욕

의 소로써 책임진다.)

[5a] 정숙한 부인이나 남자 또는 여자 청소년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5b] 순결을 넘보았다고 주장되는 경우41)

정숙한 부인(mater familias, matrona, 家母)이나 남녀청소년(praetextatus:
14세~17세)을 스토킹하거나 순결을 넘본 행위도 침욕의 태양에 추가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관련하여 각 사료별로 그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가이우스 법학원론에서는 “정숙한 부인이나 청소년을 졸졸 따라
40) 현승종/조규창(2004), 860면 이하에서 위 개소에 관련된 서술을 하면서(“마치 주채무자가 破産”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 信用毁損行爲”) 주 186에서 “D.47.10.1.19-20”로 인용하고 있는데, 오식으로
보인다(해당 개소는 없음).
41) 물론 폭행이 개입되면 형사처벌되었다(Marc. D.48.6.3.4; Pap. D.48.5.6 등). 한편 사춘기 전 소녀
를 강간한 경우 형벌로 하류층(humiliores)의 경우에는 광산형, 상류층(honestiores)의 경우에는 섬
으로의 경유배(輕流配)나 추방형을 부과한다.
PS.5.22.5
Qui nondum viripotentes virgines corrumpunt, humiliores in metallum damnantur, honestiores
in insulam relegantur aut in exilium mittuntur.

로마법상 侵辱 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61

다닌 행위”만이 전해지는데 비해, 그보다 후대인 울피아누스의 분류에 의하
면 “정숙한 부인한테서 從者를 떼어놓는 경우”와 “순결을 넘보는 경우”(파울
루스는 이를 “정숙한 자가 음분(淫奔)한 자가 되도록 꾀해진 경우”로 설명한
다)42)가 독자적인 분류법에 따라 각각 품위에 관계되는 것과 명예에 관련되
는 것의 대표 유형으로 언급되고,43)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에서는 “순결
을 넘보았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추가되게 된다.
D.47.10.1.2 Ulpianus 56 ad edictum.
Omnemque iniuriam aut in corpus inferri aut ad dignitatem aut ad infamiam
pertinere: [i] in corpus fit, cum quis pulsatur: [ii] ad dignitatem, cum comes
matronae abducitur: [iii] ad infamiam, cum pudicitia adtemptatur.
(또 모든 침욕은 신체에 가해지거나 또는 품위나 명예에 관계된다. [i] 신체에 가해

지는 것은 어떤 자가 얻어맞는 경우이다. [ii] 품위에 관계하는 것은 정숙한 부인한테
서 從者를 떼어놓는 경우이다. [iii] 명예에 관계되는 것은 순결을 넘보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순결을 넘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듯이 별도의 법정관
고시가 발령되고 로마법률가들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주해를 하고 있는데,
42) D.47.10.10 Paulus 55 ad edictum.
Adtemptari pudicitia dicitur, cum id agitur, ut ex pudico impudicus fiat.
(순결을 넘본다는 함은 정숙한 자가 음분(淫奔)한 자가 되도록 꾀해진 경우이다.)
43) 울피아누스는 노예의 순결을 넘본 경우에도 침욕소권을 인정하였다.
D.47.10.9.4 Ulpianus 57 ad edictum.
Si quis tam feminam quam masculum, sive ingenuos sive libertinos, impudicos facere
adtemptavit, iniuriarum tenebitur. Sed et si servi pudicitia adtemptata sit, iniuriarum locum
habet.
(여자든 남자든, 출생자유인이든 해방자유인이든, 음분(淫奔)한 자로 만들려고 기도한 자는 침욕의
소로써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노예라도 순결을 넘본 경우에는 侵辱의 訴가 적용된다.)
한편 이러한 울피아누스의 분류법은 파울루스 견해록에서 이어진다.
Paul. Coll.2.5.4.
Fit autem iniuria vel in corpore, dum caedimur, vel verbis, dum convicium patimur, vel cum
dignitas laeditur, ut cum matronae vel praetextatae comites abducuntur.
(그런데 침욕은 우리가 구타당함으로써 신체에 대하여, 또는 우리가 고성비방을 당함으로써 언어적
으로, 또는 정숙한 부인이나 청소년의 종자(從者)들이 떼어놓여진 경우처럼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
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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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는 당시에도 중요한 사안유형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숙한
부인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침해로서 순결을 넘보는 행위
(adtemptata pudicitia)의 유형은 이들을 수종하는 종자(從者)를 떼어놓거나
(comitem abducere), 이들에게 수작을 걸거나(appellare), 이들을 뒤를 쫓는

것(adsectari)이 있다(D.47.10.15.19). 종자를 떼어놓는 행위는 양속위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침욕행위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하여 후 2자의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할 것이 요구되
었다. 따라서 노예복장 또는 창기의 복색을 한 여자에게 수작을 걸거나, 장난
칠 목적으로 뒤쫓는 행위는 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작을 거는 것은 아첨
하는 말로써 타인의 순결을 넘보는 것이며,44) 뒤쫓는 행위는 그것이 집요하
면서 은밀하게 행해진 경우 양속위반에 해당한다.45)
관련 법정관고시(EP § 192 De adtemptata pudicitia): 고시의 문구는 전승되지 않음
D.47.10.15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15. Si quis virgines appellasset, si tamen ancillari veste vestitas, minus peccare
videtur: multo minus, si meretricia veste feminae, non matrum familiarum vestitae
fuissent. si igitur non matronali habitu femina fuerit et quis eam appellavit vel ei
comitem abduxit, iniuriarum tenetur.46)
(어떤 자가 처녀들에게 수작을 걸었는데, 그녀들이 여자노예 복장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약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인들이 家母 복장이 아니라 창녀(娼女)의 복색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그렇다. 그러므로 부인이 家母 복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자가 그녀에게
수작을 걸거나 그녀로부터 從者를 떼어놓는 경우에도 그는 침욕의 소로써 책임진다.)
16. Comitem accipere debemus eum, qui comitetur et sequatur et (ut ait Labeo)
sive liberum sive servum sive masculum sive feminam: et ita comitem Labeo definit
“qui frequentandi cuiusque causa ut sequeretur destinatus in publico privatove
abductus fuerit”. Inter comites utique et paedagogi erunt.
44) D.47.10.15.20: Appellare est blanda oratione alterius pudicitiam adtemptare.
45) D.47.10.15.20: … adsiduo enim frequentia quasi praebet nonnullam infamiam.

로마법상 侵辱 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63

(“從者”란 동반하여 수종(隨從)하는 자로 이해해야만 하는데, (라베오가 말하듯이) 자

유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든 여자든 불문한다. 그리하여 종자를 라베오는 정의하기를
“누군가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종하도록 정해진 자로서 공적 또는 사적인 장소

에서 떼어놓여진 자”라고 한다. 종자에는 언제나 보육담당노예도 속하였다.)
17. Abduxisse videtur, ut Labeo ait, non qui abducere comitem coepit, sed qui
perfecit, ut comes cum eo non esset.
(“떼어놓았다”라 함은, 라베오가 말하듯이, 종자를 떼어놓기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종자가 그녀와 함께 있지 않도록 완료한 것을 말한다.)
18. Abduxisse autem non tantum is videtur, qui per vim abduxit, verum is quoque,
qui persuasit comiti, ut eam desereret.
(“떼어놓았다”라는 것은, 폭력으로 떼어놓은 것뿐 아니라 그녀를 내버리도록 종자를

설복시킨 것도 인정된다.)
19. Tenetur hoc edicto non tantum qui comitem abduxit, verum etiam si quis
eorum quem appellavisset adsectatusve est.
(이 법정관고시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종자를 떼어놓은 자뿐 아니라, 또한 그들

중 누구에게 수작을 걸었거나 뒤쫓았던 자도 그러하다.)
20. Appellare est blanda oratione alterius pudicitiam adtemptare: hoc enim non
est convicium, sed adversus bonos mores adtemptare.
(“수작을 건다” 함은, 아첨하는 말로써 타인의 순결을 넘보는 것이다. 이것은 고성비방

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넘보는 것이다.)47)
21. Qui turpibus verbis utitur, non temptat pudicitiam, sed iniuriarum tenetur.
(음담패설을 하는 자는, 순결을 넘보는 것은 아니지만, 침욕의 訴로써 책임진다.)
22. Aliud est appellare, aliud adsectari: appellat enim, qui sermone pudicitiam
adtemptat, adsectatur, qui tacitus frequenter sequitur: adsiduo enim frequentia
quasi praebet nonnullam infamiam.
(수작을 거는 것과 뒤쫓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언사로써 순결을 넘보는

자는 수작을 거는 것이지만, 말없이 졸졸 따라다니는 자는 뒤쫓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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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집요하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일종의 훼욕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3. Meminisse autem oportebit non omnem, qui adsectatus est, nec omnem, qui
appellavit, hoc edicto conveniri posse (neque enim si quis colludendi, si quis officii
honeste faciendi gratia id facit, statim in edictum incidit), sed qui contra bonos
mores hoc facit.
(그렇지만 뒤따른 자 모두, 또 접근한 자 모두가 아니라(왜냐하면 어떤 자가 함께

장난칠 목적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목적으로 그리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정관
고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이런 짓을 하는 자라야
이 법정관고시로 제소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4. Sponsum quoque ad iniuriarum actionem admittendum puto: etenim spectat
ad contumeliam eius iniuria, quaecumque sponsae eius fiat.
(약혼남도 침욕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私見이다. 왜냐하면 그의 약혼녀에게

일어나는 침욕은 그에 대한 능욕을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

4) 훼욕의 일반적 금지

(1) 관련 법정관고시

전술한 다양한 침욕유형 외에도 ‘훼욕의 일반적 금지’에 관한 법정관고시
가 전해진다.48) 이는 위에서 언급한 침욕 유형들에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49) 법정관이 “사안에 따라서”(prout quaeque res erit) 판단할
46) 家母복장을 하지 않은 여자(non matronali habitu femina)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침욕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개소의 진정성은 많이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Zimmermann, LO
(1992), 1056 참조.
47) 현승종/조규창(2004), 861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정숙한 婦女子나 연약한 未成年者를 路上에서
희롱하는 모욕적인 언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48) 현승종/조규창(2004), 861면 + 주 188에서는 D.47.10.15.25 개소를 전거로 밝히면서 이를 “일반고
시”로 소개하고 있는데 의문이다. 동소에서 인용하고 있는 “Lenel, Ed. perp., p. 397”은 EP § 190.
Generale edictum에 대한 것이고, 일반고시의 존재를 의문시하는 찜머만도 동 고시를 특별고시로
언급하고 있다(Zimmermann, LO (1992), 1053: “Four specific edictal promises”). 아울러 동소에
서 인용하고 있는 “Coll.3.6.5”도 부정확하다(Coll.2.6.5의 오식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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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안에 따른 판단에서의 재량
이란 “침욕의 소를 제기하는 자 또는 제소되는 자의 인적 지위에 관하여, 또
한 사안 자체, 곧 어떤 침욕인지에 관해서도 제소하는 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라고 울피아누스는 주석을 달고 있다(D.47.10.15.28).
EP § 193. Ne quid infamandi causa fiat
D.47.10.15 Ulpianus [77]<57 Lenel> ad edictum.
25. Ait praetor: “Ne quid infamandi causa fiat. Si quis adversus ea fecerit, prout
quaeque res erit, animadvertam”.
(법정관 가로되: “어떤 것이 훼욕의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게 하라. 어떤 자가 이에

위반하여 행하면 사안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50)

…
28. Quod ait praetor: “Si quis adversus ea fecerit, prout quaqua re erit,
animadvertam”, sic intellegendum est, ut plenior esset praetoris animadversio, id
est ut quodcumque eum moverit vel in persona eius qui agit iniuriarum actionem
vel eius adversus quem agitur vel etiam in re ipsa, in qualitate iniuriae, non audiat
eum qui agit.
(법정관 가로되, “어떤 자가 이에 위반하여 행하면 사안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란,

법정관의 재량권이 보다 우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법정관이 판단하도록 움직
이는 것이 무엇이든, 침욕의 소를 제기하는 자 또는 제소되는 자의 인적 지위에 관하
여, 또한 사안 자체, 곧 어떤 침욕인지에 관해서도 제소하는 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49) 대표적으로 “회집하지 않고 또 고함치지도 않고 말한 것”은 “고성비방”이 아니고 “훼욕의 목적으로
말해진 것”이다(D.47.10.15.12).
50) Schulz, CRL (1951/1954), 595에서는 동 고시의 문구를 소개하면서 이는 영국법상의 ‘libel’이나
‘slander’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명예훼손(defamation)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6

法史學硏究 第61號

(2) 일반고시(EP §190)와의 관계

한편 위의 ‘훼욕의 일반적 금지 고시’(EP § 193. Ne quid infamandi
causa fiat)와 일반고시(EP § 190. Generale edictum)의 관계가 문제된다. 울

피아누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일찍이 라베오는 후자가 있으므로 전자는
불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어서 “주목할 만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특별히 언
급되지 않으면 소홀시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전자의 필요
성을 언급하였고, 법정관도 같은 의도에서 동 고시를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현대 로마법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양한데,51) 후술할 ‘훼욕의 일반적 금지
고시’에 관한 로마법률가들의 주석에서 든 예들을 살펴보면, 일반고시로 처
리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안유형들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로마법
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안유형들까지 명시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별
도의 고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D.47.10.15.26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Hoc edictum supervacuum esse Labeo ait, quippe cum ex generali iniuriarum
agere possumus. Sed videtur et ipsi Labeoni (et ita se habet) praetorem eandem
causam secutum voluisse etiam specialiter de ea re loqui: ea enim, quae
51) Zimmermann, LO (1992), 1053에서는 그러한 일반고시가 존재했었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라고 하
면서 텍스트의 진정성을 전제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침욕평가소권(actio de iniuriis aestumandis)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Sirks, “13. Delict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Roman
Law, edited by David Johnston (2015), 256에서는 특별고시가 발령되고 나중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포괄하기 위해 일반고시(보충적 일반고시)가 발령되었는지 아니면 일반고시 발령 후
에 특정한 유형의 침욕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 특별고시가 발령되었는지는 미제라고 한다. 私見으
로는 침욕소권의 발전사를 고려한 Schulz, Principles (1956), 104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2표법상의 侵辱(iniuria)은 단지 신체침해에만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관이 侵辱평가소권(actio iniuriarum aestimatoria)을 창안했을 때, 법정관은 단지 신
체침해의 경우에만 이 소권(actio)을 부여했다. 이후에, 아마도 직후에, 신체침해에만 해당되었던
첫 번째 고시에는 포섭되지 않았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소권이, 이 소권과 나란히 마련되었다. 시간
이 더 지나서 侵辱(iniuria) 개념이 확대되어 “침욕에 관하여(de iniuriis)” 표제하의 모든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격에 대한 모든 고의적 침해가 침욕(iniuria)에 포함되
었고, 그래서 사실상 특별고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사고과정이 라베오
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告示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역사적 관점에서 특별
고시를 설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告示上의 구제수단들은 서로 병존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
들은 전체로서 하나를 구성한다. 그것들은 “법정관 1인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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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iliter fiunt, nisi specialiter notentur, videntur quasi neclecta.
(이 법정관고시는 쓸데없다고 라베오는 말한다. 우리는 침욕의 소로써 일반적으로

소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52) 그러나 또한 라베오 자신도 (그리고 실상이 그러한바)
법정관이, 동일한 이유에서, 또한 이 건에 관하여 특별히 명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주목할 만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면 소홀
시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53)

(3) 사안 유형

훼욕에 관하여 로마법률가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D.47.10.15.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27. Generaliter vetuit praetor quid ad infamiam alicuius fieri. Proinde
quodcumque quis fecerit vel dixerit, ut alium infamet, erit actio iniuriarum. Haec
autem fere sunt, quae ad infamiam alicuius fiunt: ut puta ad invidiam alicuius
[i] veste lugubri utitur aut squalida, aut [ii] si barbam demittat vel capillos
submittat, aut [iii] si carmen conscribat vel proponat vel cantet aliquod, quod
pudorem alicuius laedat.
(법정관은 어떤 것이 타인을 훼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

다. 그래서 어떤 자가 타인을 훼욕하기 위하여 행하거나 말한 것이 무엇이든 침욕
소권이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을 훼욕할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령 타인을 시해(猜害)하기 위하여 [i] 상복(喪服)이나 더러운 옷을
입거나,54) [ii] 수염을 기르거나 봉두난발(蓬頭亂髮)하거나,55) [iii] 타인의 명예를
52) 이는 § 190. 일반고시를 의미한다.
Gellius 20.1.13: ... praetores postea ... iniuriis ... aestumandis recuperatores se daturos edixerunt.
[Coll.2.6.1.= ] ‘Qui autem iniuriarum’ inquit ‘agit, certum dicat, quid iniuriae factum sit, et
taxationem ponat non minorem quam quanti vadimonium fuerit’.
(법정관 가로되, ‘침욕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어떤 침욕이 행해졌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또 출
두담보 상당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의 평가액을 제시해야 한다.’)
53) Zimmermann, LO (1992), 1053에서는 이 개소가 “다소 아리송”(somewhat cryptic)하다고 하면서,
일반고시(edictum generale)의 존재를 의문시하고, 설령 이 개소를 진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아마도 단순히 침욕평가소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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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는 비방시를 작성하거나 게시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29. Si quis libello dato vel principi vel ali cui famam alienam insectatus fuerit,
iniuriarum erit agendum: Papinianus ait.
(어떤 자가 황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비방문을 보내서 타인의 명성에 비난을 가한

경우 침욕의 소로써 제소해야 할 것이다. 파피니아누스가 말한다.)
30. Idem ait eum, qui eventum sententiae velut daturus pecuniam vendidit,
fustibus a praeside ob hoc castigatum iniuriarum damnatum videri: utique autem
apparet hunc iniuriam ei fecisse, cuius sententiam venditavit.
(同人[파피니아누스] 가로되, 가령 [담당 사법관에게] 돈을 줄 것이라며 [소송당사

자에게] 판결의 결과를 판 자는 이로 인하여 관할 수령(守令)에 의하여 몽둥이로
징계된 후 침욕의 소로써 유책판결받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자는 물론 그
가 팔았던 판결의 판결자에게 침욕을 행했던 것임이 분명하다.)56)

5) 기타
[6] 기타의 침욕 유형

훼욕의 일반적 금지에 관한 고시에서 논해지는 침욕 유형 외에도 가이우
스 법학원론(Gai.3.220)의 말미에서는 “마지막으로 침욕은 다른 많은 방법으

54) Sirks (2015), 257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가 어떠한 점에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라고 한다.
55) 이러한 행위는 애도의 표시로서 근친이 사망하였거나 중대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형사 소추를 당한 자에 의해서도 행해지는데, 후자의 경우 피소추자의 근친들은 동정을
표하기 위해 이것이 허용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소추자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Zimmermann, LO (1992), 1057.
D.47.10.39 Venuleius 2 publicorum iudiciorum.
Vestem sordidam rei nomine in publico habere capillumve summittere nulli licet, nisi ita
coniunctus est adfinitati, ut invitus in reum testimonium dicere cogi non possit.
(더러운 옷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입거나 봉두난발하는 것은 불허된다. 다만 원하지 않

는 경우 피고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제될 수 없는 근친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담당관을 뇌물로 매수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행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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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질러진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의 관련 부분
(Inst.4.4.1)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다른 많은 방법으로 침욕이 행

해진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고 있다. 후술하듯이 로마법상의 침욕 사안
은 매우 다양한데, 로마법률가들이 침욕이 성립되는 사안유형으로 다루었던
개소들을 소개한다.57)
(1) 자유인을 “노예”라고 주장하는 사안

어떤 자유인을 ‘노예’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신분소송의 상황을 전제로 하
는 것이다. 가령 甲이 자유인으로 보이는 乙을 자신의 노예라고 주장하거나
(ex libertate in servitutem), 노예로 보이는 乙이 자유대변인을 통하여 자신

이 자유인이라고 하자 주인으로 행세했던 甲이 乙은 자신의 노예라고 하는
경우(ex servitute in libertatem)가 있다. 관련 칙법들도 전해지는데, 그러한
주장자가 소송능력이 있어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신분소송의 결과
에 따라 침욕의 성부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소송과는
무관하게 자유인을 ‘도망노예’라고 체포하는 경우에도 침욕에 해당한다는 사
료도 전해진다.
D.47.10.11.9 Ulpianus 57 ad edictum.
Ei, qui servus dicitur seque adserit in libertatem, iniuriarum actionem adversus
dicentem se dominum competere nulla dubitatio est. Et hoc verum est, sive ex
libertate in servitutem petatur sive ex servitute in libertatem proclamet: nam hoc
iure indistincte utimur.
(노예라고 주장되자 자신의 자유를 대변하는 자에게 침욕소권이, 자신이 주인이라

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인정된다는 데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자
유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청구되든, [자유대변인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 신분으

57) Schulz, CRL (1951/1954), 595f.는 이러한 사안 유형들을 “Doubtful cases”라고 하면서 로마법률
가들 일부의 견해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그 경우 소권부여는 법정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

70

法史學硏究 第61號

로 요구하든 참이다. 왜냐하면 [사안의] 구별 없이 이것이 현행법이기 때문이다.)

D.47.10.12 Gaius 22 ad edictum provinciale.
Si quis de libertate aliquem in servitutem petat, quem sciat liberum esse, neque
id propter evictionem, ut eam sibi conservet, faciat: iniuriarum actione tenetur.
(어떤 자가 자유인임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자유 신분으로부터 노예 신분으로

청구하는 경우, 추탈(追奪)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추탈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
는] 권리를 자신이 보유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58) 침욕의 소로써
책임을 진다.)

C.9.35.9 Diocletianus, Maximianus (a.294).
Qui liberos infamandi gratia dixerunt servos, iniuriarum conveniri posse non
ambigitur.
(자유인을 훼욕할 목적으로 ‘노예’라고 주장한 자들은 침욕의 소로써 제소될 수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C.9.35.10 Diocletianus, Maximianus (a.294).
Si quidem aviam tuam ancillam infamandi causa rei publicae civitatis
Comanensium dixit Zenodorus ac recessit, iniuriarum actione statim conveniri
potest. Nam si perseveret in causa facultatem habens agendi, super hac deferri
querellam ac tunc demum, si non esse serva fuerit pronuntiata, postulari
convenit.
(실로 제노도루스가 그대 할머니를 훼욕할 목적으로 ‘코마나市의 여자노예’라고

주장하고는 그만둔 경우 그는 침욕의 소로써 즉시 제소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처신을 고수하였는데 소송능력이 있으면, 이에 관하여 申訴가 제기되고,
그래서 (이 신분소송에서) 그녀가 노예가 아님이 선언된 경우에 비로소 (침욕소권
58) 이러한 경우라면 자유인을 노예로서 매도한 자를 상대로 추탈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청구하는 것이므로 침욕의 책임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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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D.47.10.22 Ulpianus 1 ad edictum praetoris.
Si liber pro fugitivo adprehensus erit, iniuriarum cum eo agit.
(자유인이 도망노예로 체포된 경우 그(체포자)를 상대로 침욕의 소로써 제소한다.)

(2) 재산권행사 방해 사안

나아가 권리자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침욕’에 해당하였다. 관련
사료로는 소유자의 소유권행사 방해 사안, 매수한 물건의 반출을 저지하는
사안, 후술할 소유권취득 방해 사안이 전해진다.59)
D.47.10.24 Ulpianus 15 ad edictum praetoris
Si quis proprium servum distrahere prohibetur a quolibet, iniuriarum experiri
potest.
(어떤 자가 자신의 노예를 매각하는 것을 타인에 의하여 금지당하는 경우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있다.)

D.47.10.13.7 Ulpianus 57 ad edictum.

… et ita Pomponius et plerique esse huic similem eum, … aut si quis re mea
uti me non permittat: nam et hic iniuriarum conveniri potest. …
([…] 그리하여 폼포니우스와 다수의 법률가들은 […] 또는 어떤 자가 내 물건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는 위의 경우의 자와 유사하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이 자 또한 침욕의 소로써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9) 일반고시의 존재를 의문시하는 찜머만의 경우 이러한 사안유형에 대하여, 법교의학적으로는 일반
고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특별고시의 한계를 뛰어넘은 (다소 신중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Zimmermann, LO (199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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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1.25 Iulianus 54 dig.
Qui pendentem vindemiam emit, si uvam legere prohibeatur a venditore,
adversus eum petentem pretium exceptione uti poterit “si ea pecunia, qua de
agitur, non pro ea re petitur, quae venit neque tradita est.” ceterum post
traditionem sive lectam uvam calcare sive mustum evehere prohibeatur, ad
exhibendum vel iniuriarum agere poterit, quemadmodum si aliam quamlibet rem
suam tollere prohibeatur.
(수확 전의 포도를 매수한 자가 포도알 수확하는 것을 매도인으로부터 저지당한

경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구되는 금원이 매각되어 인도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된다면”이라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인도
된 후에 수확된 포도알을 압착하거나 미발효상태의 포도즙을 운반하는 것을 저지
당한 경우에는 제시소권이나 침욕소권을 소구할 수 있는데, 흡사 다른 어떤 자신의
것을 반출하는 것을 저지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3)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해

로마에서는 어획이나 사냥과 같은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민법 제252조
제3항 참조)을 방해하는 행위도 침욕을 구성하였다. 후술하듯이 이는 “소유
자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
다. 다만, 타인의 사유지에서의 어획이나 사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D.47.10.13.7 Ulpianus 57 ad edictum.
Si quis me prohibeat in mari piscari vel everriculum (quod Graece σαγήνη
dicitur) ducere, an iniuriarum iudicio possim eum convenire? Sunt qui putent
iniuriarum me posse agere: … ¶ Si quem tamen ante aedes meas vel ante
praetorium meum piscari prohibeam, quid dicendum est? Me iniuriarum iudicio
teneri an non? Et quidem mare commune omnium est et litora, sicuti aer, et
est saepissime rescriptum non posse quem piscari prohiberi: sed nec aucup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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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 quod ingredi quis agrum alienum prohiberi potest. ¶ Usurpatum tamen et
hoc est, tametsi nullo iure, ut quis prohiberi possit ante aedes meas vel
praetorium meum piscari: quare si quis prohibeatur, adhuc iniuriarum agi
potest. In lacu tamen, qui mei dominii est, utique piscari aliquem prohibere
possum.
(어떤 자가 내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그물(그리스어로 ‘사귀네’라고 한다)을

치는 것을 금지하면 나는 침욕의 소로써 그를 제소할 수 있는가? 침욕의 소로써
내가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가들이 있다. […] ¶ 그렇지만 내 주택 앞에
서나 내 저택 앞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내가 금지하는 경우 무어라 할 것인가?
나는 침욕 소송으로써 책임을 지는가 아닌가? 정녕 바다와 해안은 공기(空氣)가
그렇듯이 만인공리물(萬人共利物)이고,60) 그래서 어떤 자가 물고기 잡는 것을 금
지당할 수 없다고 아주 빈번히 칙답되었다. 그리고 새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만 어떤 자가 타인의 토지여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61) ¶ 그렇지만 어떤 자가 내 주택 앞이나 내 저택 앞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당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록 그러한 권리가 없음에도 참월된 것이고, 그런 고로
어떤 자가 금지당한 경우 여전히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소유인 지호(池湖)에서 어떤 자가 물고기 잡는 것은 언제나 금지시킬 수 있다.)

60) Inst.2.1.1
Et quidem naturali iure communia sunt omnium haec: aer et aqua profluens et mare et per
hoc litora maris. nemo igitur ad litus maris accedere prohibetur, dum tamen villis et monumentis
et aedificiis abstineat, quia non sunt iuris gentium, sicut et mare.
(실로 자연법에 의하여 만인공리물(萬人公利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기와 유수(流水), 바
다와 이로 말미암아 해변도 그렇다. 그러므로 별장, 기념물, 건물들을 건드리지 않는 한, 누구도
해변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바다처럼 만민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61) D.8.3.16 Call. 3 de cogn.
Divus Pius aucupibus ita rescripsit: οὐκ ἔστιν εὔλογον ἀκόντων τῶν δεσποτῶν ὑμᾶς ἐν
ἀλλοτρίοις χωρίοις ἰξεύειν (non habet rationem vos in alienis locis invitis dominis aucupari).
(신황 피우스가 새사냥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칙답하였다: 그대들이 타인의 토지에서 소유자가
불원하는데 새사냥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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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사안62)

그 밖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 로마에서는 ‘침욕’에 해당
하였다. 그 예로 아래의 개소에서는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거나 (관람을
위해) 극장의 공공 좌석에 앉거나, 기타 장소에 가고 자리 잡고 교제하는 것”
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침욕에 해당하는데, 울피아누스는 이러한 행위들이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점

에 의한 소유권취득 방해”행위와 유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D.47.10.13.7 Ulpianus 57 ad edictum.
[…] et ita Pomponius et plerique esse huic similem eum, qui in publicum lavare
vel in cavea publica sedere vel in quo alio loco agere sedere conversari non
patiatur, aut si quis re mea uti me non permittat: nam et hic iniuriarum
conveniri potest. […]
([…] 그리하여 폼포니우스와 다수의 법률가들은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거나
[공연관람을 위해] 극장의 공공 좌석에 앉거나, 기타 장소에 가고 자리 잡고 교제하

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자나, 또는 어떤 자가 내 물건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 경우 그는 위의 경우의 자[=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방해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자 또한 침욕의 소로써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
다. […])

(5) 상린관계상의 생활방해

마지막으로 민법상 상린관계상의 생활방해에 해당하는 사안(민법 제217
조 참조) 역시,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욕을 행할 목적이 있다면, 로마에서는
침욕으로 규율되었다. 라베오는 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야볼레
62) Sirks (2015), 255f.는 이러한 행위는 시민으로서의 자격(citizenship)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한다. 관
련하여 현승종/조규창(2004), 860면에서는 “자기 물건의 利用이나 占有를 방해하는 行爲와 권리행
사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전거로 주 185에서 D.9.2.41.pr.과 D.47.10.5.pr.을 인용하
고 있는데, 전자는 유언서 말소 또는 낭독에 관한 사안이고, 후자는 침욕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
(BC 81)에 관한 개소로서 전거의 인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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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는 이러한 라베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침욕의 목적이 있다면 침욕이 성
립한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D.47.10.44 Iavolenus 9 ex posterioribus Labeonis.
Si inferiorum dominus aedium superioris vicini fumigandi causa fumum faceret,
aut si superior vicinus in inferiores aedes quid aut proiecerit aut infuderit, negat
Labeo iniuriarum agi posse: quod falsum puto, si tamen iniuriae faciendae causa
immittitur.
(아래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가 위에 위치한 이웃에게 연기(煙氣)를 뿜어내기 위하

여 연기를 내는 경우 또는 위에 위치한 이웃이 아래 위치한 주택으로 무엇인가를
투입시키거나 흘려 들여보낸 경우에는 라베오는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있음을
부정한다. 私見으로는 이 견해가 잘못인데, 침욕을 행할 목적으로 침투가 있는 경우
에는 말이다.)

6) [보론] 망자(亡者)에 대한 침욕

망자에 대한 침욕 사례를 살펴본다. 로마는 망자에 대한 침욕은 상속인들
의 평판에 대한 침해로 보고, 상속인들에게 침욕소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상속승인 여부가 침욕소권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한편 아버
지의 묘소기념물에 세워진 조상(彫像)을 돌멩이질로 훼손시킨 경우, 라베오
가 침욕의 소를 인정한 개소가 전해진다.
D.47.10.1.4 Ulpianus 56 ad edictum.
Et si forte cadaveri defuncti fit iniuria, cui heredes bonorumve possessores
exstitimus, iniuriarum nostro nomine habemus actionem: spectat enim ad
existimationem nostram, si qua ei fiat iniuria. Idemque et si fama eius, cui
heredes exstitimus, lacessatur.
(망자의 유체(遺體)에 침욕이 일어나는 경우 그의 상속인들이나 유산점유자들인

우리가 침욕의 소권을 우리의 명의로 가진다. 왜냐하면 망자의 유체에 침욕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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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그것은 우리의 평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명예가 공격받
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D.47.10.1.6 Ulpianus 56 ad edictum.
Quotiens autem funeri testatoris vel cadaveri fit iniuria, si quidem post aditam
hereditatem fiat, dicendum est heredi quodammodo factam (semper enim heredis
interest defuncti existimationem purgare): quotiens autem ante aditam
hereditatem, magis hereditati, et sic heredi per hereditatem adquiri. Denique
Iulianus scribit, si corpus testatoris ante aditam hereditatem detentum est,
adquiri hereditati actiones dubium non esse. Idemque putat et si ante aditam
hereditatem servo hereditario iniuria facta fuerit: nam per hereditatem actio
heredi adquiretur.
(그런데 유언자의 장례나 유체(遺體)에 침욕이 일어나는 경우 상속승인 후이면 어

찌 보면 상속인에게 [侵辱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해야만 한다(왜냐하면 망자의 평
판을 결백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상속인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승인
전이면 상속재산에 [침욕이 일어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을
통하여 [소권이] 취득되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한다. 또 율리아누스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유언자의 사체가 상속승인 전에 억류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침욕]소권
이 취득되는 것에 의문이 없다. 또 상속승인 전에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에게 침
욕이 행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견해인데, 왜냐하면 상속재산을 통하여 소권이
상속인에게 취득될 것이기 때문이다.)

D.47.10.27 Paulus 27 ad edictum.
Si statua patris tui in monumento posita saxis caesa est, sepulchri violati agi
non posse, iniuriarum posse Labeo scribit.
(묘소기념물에 세워진 네 아버지의 조상(彫像)이 돌멩이질을 당한 경우, 분묘침해

의 소로써 제소할 수 없고 침욕의 소로써 할 수 있다고 라베오는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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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요건
1) 고의

(1) 고의의 의미

침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요구된다.63) 과실에 의한 침욕은 상정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료상으로 이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 전해지는데,
“iniuriae faciendae causa” (침욕을 행하기 위하여), “contumeliae causa” (능

욕의 원인으로), “infamandi causa” (훼욕의 원인으로), “vexandi causa” (괴
롭힐 목적), “ad invidiam” (猜害하기 위하여) 등이 있다.64)
여기서 더 나아가 ‘침욕의 의사’(animus iniuriandi)까지 요구되는지에 대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65) 특히 객관적으로 ‘선량한 양속 위반’에 해당
63) 악의능력(doli capax)이 결여된 정신착란자와 미성숙자는 타인에게 침욕을 가할 수 없다.
D.47.10.3.1. Ulpianus 56 ad edictum.
Sane sunt quidam, qui facere non possunt, ut puta furiosus et impubes, qui doli capax non est:
namque hi pati iniuriam solent, non facere. Cum enim iniuria ex affectu facientis consistat,
consequens erit dicere hos, sive pulsent sive convicium dicant, iniuriam fecisse non videri.
(하지만 [침욕을] 저지를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예컨대 악의능력이 없는 정신착란자와 미성숙자
가 그렇다. 이들은 침욕을 당하기는 하지만 저지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침욕은 가하는

자의 의도에 달려 있으므로 이들은 때리든 고성비방을 하든 침욕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PS.5.4.2.
Furiosus itemque infans adfectu doli et captu contumeliae carent: idcirco iniuriarum agi cum
his non potest.
(정신착란자와 또한 유아는 악의 및 능욕을 저지를 능력을 결한다. 그런 고로 이들을 상대로 침욕
의 제소는 기능하지 않다.)
64) Schulz, Principles (1956), 69, 104의 설명을 전제로 하자면, ‘침욕’은 원래는 ‘신체침해’만을 의미하
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훼욕’으로 규율되고, 그러던 중 침욕의 개념이 모든 고의적인 인격
에 대한 침해로 확대되면서 양자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65) 침욕소권의 요건으로 ‘침욕의 의사’(animus iniuriandi)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견해에 반대하며 그것
은 “받아들일 수 없는 反역사적인 일반화(inadmissible and ahistorical generalization)”라는 견해로
Zimmermann, LO (1992), 1059f. 참조. 그는 아래의 개소는 우선 침욕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에
대한 울피아누스의 주석이고 모든 법정관 고시에 대한 것이 아니고, “affectus”라는 용어가 의미하
는 바도 분명하지 않으며, 문맥을 고려할 때 침욕의 의사(animus iniuriandi)가 아니라 단순히 가해
자가 법적으로 유의미한 의사(legally relevant will)를 형성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두공이 가르친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견습공(자유인)의 목을
구두제작용 목형(木型)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유명한 사안(D.9.2.5.3)에서 울피아누스가 침욕
소권의 불성립의 근거로 제시한 “quia non faciendae iniuriae causa percusserit, sed monend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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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침욕의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침욕의 의사’가 요구되는지는 문제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고 사안유형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66)
(2) 고의의 내용

한편 침욕의 고의란 그 객체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침욕을 가한다는 것을
알면” 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D.47.10.3.2 Ulpianus 56 ad edictum.
Itaque pati quis iniuriam, etiamsi non sentiat, potest, facere nemo, nisi qui scit
se iniuriam facere, etiamsi nesciat cui faciat.
(그래서 어떤 자[= 정신착란자, 미성숙자]는 비록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침욕을 당

할 수 있고, 비록 누구에게 행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침욕을 가한다는 것을 알면 침
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D.47.10.18.3 Paulus 55 ad edictum.
Si iniuria mihi fiat ab eo, cui sim ignotus, aut si quis putet me Lucium Titium
esse, cum sim Gaius Seius: praevalet, quod principale est, iniuriam eum mihi
facere velle: nam certus ego sum, licet ille putet me alium esse quam sum, et
ideo iniuriarum habeo.
(나를 모르는 자에 의하여 나에게 침욕이 행해지거나, 나는 ‘가이우스 세이우스’인

데 어떤 자가 나를 ‘루키우스 티티우스’라고 생각하는 경우, 주된 것, 즉 그가 나에
docendi causa”은 객관적 의미에서 양속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로마의 법률가들이 구체적인 별개의 책임 요건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안의 전형성을 고
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66) 이에 대하여는 Hagemann (1998), 100ff. 참조. Zimmermann, LO (1992), 1061에서도 ‘iniuria’의
개념 안에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불가분적으로 엮여있으므로 관련 비중은 문제되는 각각의
사안유형에 달려있다고 본다. Schulz, CRL (1951/1954), 597은, 침욕의 성립요건으로 고의(dolus
malus)는 필요하다고 보면서, 침욕의 의사에 대해서는 행위 유형별로 다르게 새기고 있는데, 가령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이것이 요구되나, 신체침해의 경우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양속위반이
요구되는 사안 유형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침욕의 의사(animus
iniuriandi)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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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침욕을 행하고자 원한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자가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분명한 당사자이고, 그래서 나는 침욕소권을
가진다.)

이와 구별해야 할 것으로 신분관계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의
한 침욕의 성립을 배제하였다.
D.47.10.18 Paulus 55 ad edictum.
4. At cum aliquis filium familias patrem familias putat, non potest videri
iniuriam patri facere, non magis quam viro, si mulierem viduam esse credat,
quia neque in personam eorum confertur iniuria nec transferri [personae]<per
erroneam scr.> putationem ex persona filiorum ad eos potest, cum affectus
iniuriam facientis in hunc tamquam in patrem familias consistat.
(그러나 어떤 자가 家子를 家父로 여긴 경우 아버지에게 침욕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떤 부인을 과부라고 믿었던 경우에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침욕이 향한 것도 아니고, 또 행위의
객체에 대한 생각이 자식들로부터 이들에게 이전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에게
침욕이 행해진 것이 아니고, 또 오상(誤想)으로 인하여 아들들로부터 이들[= 아버
지들]에게 이전될 수도 없기 때문인바, 침욕을 행하는 자의 고의가 아들을 아버지
인양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5. Quod si scisset filium familias esse, tamen, si nescisset, cuius filius esset,
dicerem, inquit, patrem suo nomine iniuriarum agere posse: nec minus virum,
si ille nuptam esse sciret: nam qui haec non ignorat, cuicumque patri, cuicumque
marito per filium, per uxorem vult facere iniuriam.
(그런데 家子임은 알았지만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른 경우, 그[= 폼포니우스]의 견

해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있고, 또 그가 여자가
유부녀(有夫女)임을 아는 경우에 남편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
들을 모르지 않는 자는 각 해당 아버지에게, 각 해당 남편에게 家子를 통하여, 妻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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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침욕을 행하고자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증명책임

침욕의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가해자에게 있고,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은
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아래의 개소가 이를 보여준다.
C.9.35.5 Diocletianus, Maximianus (a.290).
Si non convicii consilio te aliquid iniuriosum dixisse probare potes, fides veri
a calumnia te defendit. …
(고성비방의 의도로 어떤 침욕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님을 그대가 증명할 수 있으

면 진실의 증빙67)이 그대를 참방(讒謗)으로부터 방어한다. …).

2) 침욕의 고의가 부정된 예

침욕의 고의가 부정된 예로는 장난 또는 시합중에 치는 경우(D.47.10.3.3),
어떤 자유인을 자기 노예로 잘못 알고 구타한 경우(D.47.10.3.4), 나의 노예
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의도치 않게 친 경우
(D.47.10.4. 이른바 ‘방법․타격의 착오’)가 있다. 나아가 다음의 개소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기리는 결정을 용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능욕의
목적으로” 행할지라도 침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라베오는 전하고 있다.
D.47.10.13.4 Ulpianus 57 ad edictum.
Si quis de honoribus decernendis alicuius passus non sit decerni ut puta
imaginem alicui vel quid aliud tale: an iniuriarum teneatur? Et ait Labeo non

67) 여기서 ‘진실의 증빙(veri fides)’이란, 고성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경일,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
33489－｣, 뺷강원법학뺸 제51권(2017. 6), 467면에서는 “Veritas convicii non excusat iniuriam (비
방연설은 진실하다 하더라도 모욕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각주 25에서
C.9.35.5를 그 전거로 밝히고 있다. 이는 위의 칙법에 대한 정확한 인용도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위 칙법이 그러한 의미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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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ri, quamvis hoc contumeliae causa faciet: etenim multum interest, inquit,
contumeliae causa quid fiat an vero fieri quid in honorem alicuius quis non
patiatur.
(타인의 명예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 가령 그에게 인물상(人物像) 조각 기타 그와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결정되는 것을 어떤 자가 용인하지 않은 경우
그는 침욕의 소로써 책임을 지는가? 라베오 가로되, 비록 그가 그것을 능욕 목적으
로 행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는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로되, 어떤 것이
능욕의 목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타인을 기리려고 일어나는 것을 어떤 자가
용인하지 않는 것인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Ⅳ. 위법성
1. 선량한 풍속 위반
위법성과 관련하여, 침욕의 성립요건으로 “선량한 풍속 위반”(adversus
bonos mores, contra bonos mores)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시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요건으로 보는 사료도 전해진다. 그
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반이 없으면 침욕은 성립하지 않게 된
다.68)
1) 고시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1) EP §191. De convicio
D.47.10.15.2 Ulpianus [77]<57 Lenel> ad edictum.
Ait praetor: “Qui adversus bonos mores convicium cui fecisse cuiusve opera

68) 이는 주로 노예에 대한 침욕 사안에서 문제된다(D.47.10.1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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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um esse dicetur, quo adversus bonos mores convicium fieret: in eum
iudicium dabo”.
(법정관 가로되: “본관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어떤 자에게 고성비방을 행하였

다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고성비방이 행해지도록 그의 조력으로 이루어졌다
고 주장되는 자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부여할 것이다.”)

(2) EP §192. De adtemptata pudicitia
D.47.10.15 Ulpianus [77]<57 Lenel > ad edictum.
20. Appellare est blanda oratione alterius pudicitiam adtemptare: hoc enim non
est convicium, sed adversus bonos mores adtemptare.
(수작을 건다 함은, 아첨하는 말로써 타인의 순결을 넘보는 것이다. 이것은 고성비

방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넘보는 것이다.)

…
23. Meminisse autem oportebit non omnem, qui adsectatus est, nec omnem, qui
appellavit, hoc edicto conveniri posse (neque enim si quis colludendi, si quis
officii honeste faciendi gratia id facit, statim in edictum incidit), sed qui contra
bonos mores hoc facit.
(그렇지만 뒤따른 자 모두, 또 접근한 자 모두가 아니라(왜냐하면 어떤 자가 함께

장난칠 목적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목적으로 그리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정
관고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이런 짓을 하는 자라
야 이 법정관고시로 제소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69)

2) 일반적 요건으로 보는 사료

한편 아래의 사료에서는 모든 침욕이 선량한 풍속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고 전한다.70)
69) 전술하였듯이 정숙한 부인을 수종하는 종자(從者)를 떼어놓는 행위(comitem abducere)는 양속위
반을 요하지 않는다.
70) Zimmermann, LO (1992), 1059는 이를 근거로 양속위반이 모든 침욕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래의 개소들에서는 형사적 처벌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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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 Coll.2.5.2
Commune omnibus iniuriis est, quod semper adversus bonos mores fit idque
non fieri alicuius interest.
(모든 침욕에 공통적인 점은 그것이 언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논해지는 개소들이 전해진다.
1) 정당행위

노예가 주인을 방어하는 중에 일어난 침욕은 정당한 행위로서 항변이 인
정되었다.
D.47.10.17.8. D.47.10.17 Ulpianus 57 ad edictum.
Plane si defendendi domini gratia aliquid fecerit, rationem ei constare apparet,
inque eam rem adversus agentem exceptio obicienda erit.
(물론 노예가 주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어떤 침욕을 행한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라는

D.47.11.1.1 Paulus 5 Sent. (= PS.5.4.13)
Fit iniuria contra bonos mores, veluti si quis fimo corrupto aliquem perfuderit, caeno luto
oblinierit, aquas spurcaverit, fistulas lacus quidve aliud ad iniuriam publicam contaminaverit:
in quos graviter animadverti solet.
(침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일어나는 것은 가령 어떤 자가 썩은 두엄을 어떤 자에게 뒤집어씌
운 경우, 오물, 진흙탕으로 발라 덮은 경우, 물을 더럽힌 경우, 수도 저수지의 관 또는 기타 다른
것을 공공의 침욕할 목적으로 오염시킨 경우이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심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관례이다.)
PS.5.4.21.
Convicium contra bonos mores fieri videtur, si obscaeno nomine aut inferiore parte corporis
nudatus aliquis insectatus sit. Quod factum contemplatione morum et causa publicae honestatis
vindictam extraordinariae ultionis expectat.
(고성비방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자가 외설적인 언사를
하면서 또는 하체를 벌거벗은 채로 뒤쫓아 온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풍속에 대한 고려와 공공의
도덕을 이유로 비상심리절차에 의한 응징의 처벌을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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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명백하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를 상대로 항변이 제기되어야만 할 것
이다.)

2) 공권력 행사의 경우

정무관의 공권력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침욕의 성립이 부정된다.
D.47.10.13 Ulpianus 57 ad edictum.
1. Is, qui iure publico utitur, non videtur iniuriae faciendae causa hoc facere:
iuris enim executio non habet iniuriam.
(공권을 행사하는 자는 침욕을 행하기 위하여 이를 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법의 집행은 불법이 없기 때문이다.)
2. Si quis, quod decreto praetoris non obtemperavit, ductus sit, non est in ea
causa, ut agat iniuriarum, propter praetoris praeceptum.
(어떤 자가 법정관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아서 수감된 경우 그는 법정관의 명령을

이유로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5. Idem Labeo scribit, si, cum alium contingeret legatio, alii hoc onus duumvir
indixerit, non posse agi iniuriarum ob laborem iniunctum: aliud enim esse
laborem iniungere, aliud iniuriam facere. Idem ergo erit probandum et in ceteris
muneribus atque honoribus, quae per iniuriam iniunguntur. Ergo si quis per
iniuriam sententiam dixerit, idem erit probandum.
(같은 라베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어떤 자가 사절의 임무를 부담하였는데,
2인관이 다른 사람에게 이 부담을 지시한 경우 부과된 고역(苦役)으로 인하여 침욕

의 소로써 제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역을 부과하는 것과 침욕을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부담들과 직책들에 관해서도 침욕을
통하여 부과되는 경우 같은 법리가 긍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침욕의 목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같은 법리가 긍정되어야만 할 것이다.)71)
6. Quae iure potestatis a magistratu fiunt, ad iniuriarum actionem non per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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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권한으로 정무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은 침욕의 소와 무관하다.)

D.47.10.33 Paulus 10 ad Sabinum.
Quod rei publicae venerandae causa secundum bonos mores fit, etiamsi ad
contumeliam alicuius pertinet, quia tamen non ea mente magistratus facit, ut
iniuriam faciat, sed ad vindictam maiestatis publicae respiciat, actione iniuriarum
non tenetur.
(국가를 존숭하기 위하여 선량한 풍속에 부합하게 일어나는 것은 비록 어떤 자의

능욕에 관계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관이 침욕을 행할 의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욕의 소로써 책임지지 않는다.)

한편 정무관으로서 또는 사인으로서 침욕을 행한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제소될 수 있는데, 이때 관직에 있을 때 제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급
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다.
D.47.10.32 Ulpianus 42 ad Sabinum.
Nec magistratibus licet aliquid iniuriose facere. Si quid igitur per iniuriam fecerit
magistratus vel quasi privatus vel fiducia magistratus, iniuriarum potest
conveniri. Sed utrum posito magistratu an vero et quamdiu est in magistratu?
Sed verius est, si is magistratus est, qui sine fraude in ius vocari non potest,72)
71) 한편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재판정에 소환한 경우에는 나를 소환한 자를 상대로는 침욕소권 인정
된다.
D.47.10.13.3 Ulpianus 57 ad edictum.
Si quis per iniuriam ad tribunal alicuius me interpellaverit vexandi mei causa, potero iniuriarum
experiri.
(어떤 자가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나를 어떤 사법담당자의 재판정에 침욕의 목적으로 소환한 경우
나는 침욕의 소로써 제소할 수 있을 것이다.)
72) [참고] D.48.2.8 Macer 2 de publicis iudiciis.
Qui accusare possunt, intellegemus, si scierimus, qui non possunt. itaque prohibentur accusare
alii propter sexum vel aetatem, ut mulier, ut pupillus: alii propter sacramentum, ut qui
stipendium merent: alii propter magistratum potestatemve, in qua agentes sine fraude in ius
evocari non possunt: alii propter delictum proprium, ut infames: alii propter turpem quaes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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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spectandum esse, quoad magistratu abeat. Quod et si ex minoribus
magistratibus erit, id est qui sine imperio aut potestate sunt magistratus, et in
ipso magistratu posse eos conveniri.
(그리고 정무관들은 어떤 것을 침욕적으로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무관으로서 또는 私人으로서 또는 정무관의 신임 하에 어떤 침욕행위를 한 경우
침욕의 소로써 제소될 수 있다. 그런데 정무관직을 내려놓은 때에 그런가 아니면
정무관직에 재임 중인 때에도 그런가? 보다 옳은 것은, 처벌받지 않고서는 법정소
환할 수 없는 정무관이라면 그가 정무관직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급정무관인 경우, 즉 고권(高權)이나 대권 없이 정무관인 자들은
또한 정무관 재직 중에도 제소될 수 있다.)

3) 진실면책의 인정 여부

아래의 개소에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의 죄상을 알림으로써 훼욕
하게 된 경우, 유책판결을 받는 것은 평량(平良)이 아니라고 파울루스는 전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진실면책 항변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다.73)
D.47.10.18.pr. Paulus 55 ad edictum.
Eum, qui nocentem infamavit, non esse bonum aequum ob eam rem
condemnari: peccata enim nocentium nota esse et oportere et expedire.
(범법행위를 하는 자를 훼욕한 자가 그 일로 인하여 유책판결 받는 것은 평량(平良)
ut qui duo iudicia adversus duos reos subscripta habent nummosve ob accusandum vel non
accusandum acceperint: alii propter condicionem suam, ut libertini contra patronos:
73) Crook (1984/1994), 254 역시 제한적으로 본다. 한편 Riggsby (2010), 71f.는 ‘진실면책’ 항변과
‘공인이론’ 인정의 측면에서 로마법과 미국법을 비교한다. 로마법상 진실면책이 방어사유로 인정되
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로마법상 명예훼손에서 진실면책이 인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며(공직자의
진실한 사실에 관한 공익제보에 대한 개소로 C.9.36.2 Valentinianus, Valens (a.365)가 전해진다),
로마법상의 침욕 유형의 대부분은, 사실적시를 내용으로 하는 오늘날의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모욕’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신분제사회, 특히 황제에 대한 대
역죄가 적용되던 사회에서 ‘공인이론’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나아간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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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법행위를 하는 자들의 죄상은 마땅히 잘 알려져야만 하고
또한 그래야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후대의 칙법에 의하면, 어떤 자가 명예훼손적 문기를 공개한 경우 그
것이 ‘진실한 사실’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지만, ‘진실한 사실’을 증
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C.9.36 Valentinianus, Valens (a.365).
2. Sane si quis devotionis suae ac salutis publicae custodiam gerit, nomen suum
profiteatur et ea, quae per famosum persequenda putavit, ore proprio edicat,
ita ut absque ulla trepidatione accedat, sciens, quod si adsertionibus veri fides
fuerit opitulata, laudem maximam ac praemium a nostra clementia consequetur.
3. Sin vero minime haec vera ostenderit, capitali poena plectetur. Huiusmodi
autem libellus alterius opinionem non laedat.
(2. 정녕 어떤 자가 자신의 충정과 공익을 수호하는 직무를 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통하여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한 것들을 자신의
입으로 알림으로써, 그 결과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주장들에 의하여 진실의 증명에
이르도록, 알면서 도모한 경우에는 짐(朕)의 자비로부터 최대의 칭찬과 포상을 받
을 것이다.
3. 그러나 이것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극형으로 처벌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문서는 타인의 평판을 해치지 못한다.)

Ⅴ. 교사자 및 방조자의 책임
침욕행위에 가공(加功)한 자, 즉 교사자나 방조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침
욕의 소로써 책임을 진다.74)

88

法史學硏究 第61號

D.47.10.11.pr. Ulpianus 57 ad edictum. (≒ Inst.4.4.11)
Non solum is iniuriarum tenetur, qui fecit iniuriam, hoc est qui percussit, verum
ille quoque continetur, qui dolo fecit vel qui curavit, ut cui mala pugno
percuteretur.
(침욕을 행한 자, 즉 [직접] 때린 자만이 침욕의 소로써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의 턱이 주먹으로 얻어맞도록 악의로 행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도록 조치한 자도
포함된다.)75)

Ⅵ. 효과
1. 침욕평가소권의 부여
침욕에 대한 구제수단은, 12표법상의 동해보복이나 정액배상의 단계를 넘
어, 법정관의 고시법을 통해 침욕평가소권(actio de iniuriis aestimandis,
actio iniuriarum aestimatoria)76)의 부여로 발전하는데, 이는 심판인이 개별사

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책임으로서 가해자에게 징벌금(poena)
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침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인적 지위와 생활양식
등이 고려되었다.77)
구체적으로 고전기 방식서소송의 법정절차(in iure)에서 피해자는 법정관
면전에서 자신이 당한 침욕을 특정하여야 하고,78) 동시에 평가액수를 정해
74) 한편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 각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금은 누적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이른바
‘kumulative Klagenkonkurrenz’의 적용). Kaser/Knütel/Lohsse, RP (2017), § 50, Rn. 9 참조.
75) 현승종/조규창(2004), 864면에서는 교사․선동의 예로서 “침해의 대가로서 金品의 지급이나, 奴隸
에게 해방을 약속한 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전거는 없다. 덧붙여 주 201의 “D. 47, 10, 11, 6 pr.”
개소인용은 오식이다.
76) 현승종/조규창(2004)의 역어는 “侵害評價訴訟”이다(862면).
77) D.47.10.21 Iavolenus 9 epistularum.
Iniuriarum aestimatio non ad id tempus, quo iudicatur, sed ad id, quo facta est, referri debet.
(침욕의 평가는 심판의 시점이 아니라 침욕이 행해진 시점을 준거로 해야만 한다.)
78) D.47.10.7.pr. Ulpianus 57 ad edi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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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방식서에 작성되고, 소권이 부여되면, 심판인 절
차(apud iudicem)에서 심판인은 침욕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선과 형평에 따
라(ex bono et aequo) 심판인의 재정으로(arbitratu iudicis) 원고가 제시한
평가액을 한도로 배상할 징벌금의 액수를 정하게 된다.79) 단순 침욕의 경우
심판인은 법정관 또는 피해자의 배상액 그대로 또는 감액하여 유책판결을 내
렸지만, 중한 침욕의 경우에는 법정관이 ‘평가’하는 것이 관례였고, 심판인은
법정관의 권위를 감안하여 법정관의 평가액을 감액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
다. 한편 침욕소권이 기각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평가액을 한도로
Praetor edixit: “qui agit iniuriarum, certum dicat, quid iniuriae factum sit”: quia qui famosam
actionem intendit, non debet vagari cum discrimine alienae existimationis, sed designare et
certum specialiter dicere, quam se iniuriam passum contendit.
(법정관은 고시하였다: “침욕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어떠한 침욕이 행해졌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파렴치효가 따르는 소를 청구취지로 삼는 자는 타인의 평판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헤매서는 안 되고, 자신이 당했다고 다투는 침욕을 표명하고 특히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Paul. Coll.2.6
1. ‘Qui autem iniuriarum’ inquit ‘agit, certum dicat, quid iniuriae factum sit, et taxationem
ponat non minorem quam quanti vadimonium fuerit’.
(법정관 가로되, ‘침욕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어떤 침욕이 행해졌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또 출
두담보 상당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의 평가액을 제시해야 한다.’)
4. Certum non dicit, qui dicit pulsatum se sive verberatum. Sed et partem corporis demonstrat
et quem in modum, pugno puta an fuste an lapide, sicut formula proposita est : QUOD AULI
AGERII MALA PUGNO PERCUSSA EST. Illud non cogitur dicere, dextra an sinistra, nec qua
manu percussa sit.
(자신이 얻어맞거나 편타당했다고 말하는 자는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원고의 턱이
주먹으로 가격된 경우” 소송방식서가 제시된 대로 또한 신체의 부위도 제시하고, 그 당한 정도도
제시해야 하며, 예컨대 주먹으로 얻어맞았는지, 몽둥이로 얻어맞았는지, 돌로 얻어맞았는지를 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어느 손으로 맞았는지는 주장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5. Item si dicat infamatum se esse, debet adicere, quemadmodum infamatus sit. Sic enim et
formula concepta est: QUOD NUMERIUS NEGIDIUS ILLI LIBELLUM INMISIT AULI
AGERII INFAMANDI CAUSA.
(또 자신이 훼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훼욕을 당했는지를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송방식서도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피고가 원고를 훼욕할 목적으로 소외
甲에게 비방문을 제공한 경우.”)
79) 타인의 노예를 대상으로 하는 침욕에 대한 개소이기는 하나, 아래 개소에서도 침욕소권이 심판인의
선과 형평에 따라 배상액이 인정되는 소권임을 알 수 있다.
D.47.10.17.2 Ulpianus 57 ad edictum.
Servus meus opera vel querella tua flagellis caesus est a magistratu nostro. Mela putat dandam
mihi iniuriarum adversus te, in quantum ob eam rem aequum iudici videbitur, …
(내 노예가 너의 가공(加功) 신원(申願)으로 우리의 정무관에 의하여 편타당하였다. 멜라는 나에게

너를 상대로 그 사안으로 인하여 심판인에게 공정한 것으로 생각될 상당액만큼 침욕소권이 부여되
어야만 한다는 견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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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 금액에 대한 반대소송(contrarium iudicium)이 인정되었다
(Gai.4.177f.).80)

아래의 가이우스 법학원론과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에서 침욕의 효과로
서 침욕평가소권에 관하여 잘 정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Gai.3.224
Sed nunc alio iure utimur. permittitur enim nobis a praetore ipsis iniuriam aestimare, et iudex uel tanti condemnat, quanti nos aestimauerimus, uel minoris,
prout illi uisum fuerit; sed cum atrocem iniuriam praetor aestimare soleat, si
simul constituerit, quantae pecuniae eo nomine fieri debeat uadimonium, hac
ipsa quantitate taxamus formulam, et iudex, qui possit uel minoris damnare,
plerumque tamen propter ipsius praetoris auctoritatem non audet minuere
condemnationem.
(그러나 현행법은 [12표법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법정관에 의하여 우리들 자신이

침욕을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심판인이 우리가 평가한 상당액 만큼으로나, 또는
그에게 정당하게 생각되는 대로 감액하여 유책판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한
침욕은 법정관이 평가하는 것이 관례여서 그가 그 명목으로 출두담보가 얼마만큼
의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동시에 정하는 경우 바로 이 금액으로 우리는
소송방식서에 가액표시를 하고, 또 심판인은 심지어 감액하여 유책결정할 수 있는
자이지만 흔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관의 권위 때문에 유책판결액을 감히 감액
하지 못한다.81))
80) 한편 침욕의 소를 무고로 제기한 경우에는 비상심리절차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D.47.10.43 Gaius 3 regularum.
Qui iniuriarum actionem per calumniam instituit, extra ordinem damnatur: id est exilium aut
relegationem aut ordinis amotionem patiatur.
(침욕의 소를 무고(誣告)로써 제기하는 자는 비상심리절차로 유책판결 받는다. 즉 추방 또는 경유
배 또는 身品박탈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
81) Ulp. Coll.2.2.1.
Iniuria, si quidem atrox, id est gravis, non est, sine iudicis arbitrio aestimatur. Atrocem autem
aestimare solere praetorem idque colligi ex facto, ut puta si verberatus vel vulneratus quis fuerit.
Et reliqua.
(침욕은 가혹한, 즉 중한 것이 아닌 경우 심판관*의 재정 없이 평가된다. 그러나 중한 침욕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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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4.4.7
Poena autem iniuriarum ex lege duodecim tabularum propter membrum quidem
ruptum talio erat: propter os vero fractum nummariae poenae erant constitutae
quasi in magna veterum paupertate. sed postea praetores permittebant ipsis qui
iniuriam passi sunt eam aestimare, ut iudex vel tanti condemnet, quanti iniuriam
passus aestimaverit, vel minoris, prout ei visum fuerit. sed poena quidem iniuriae
quae ex lege duodecim tabularum introducta est in desuetudinem abiit: quam
autem praetores introduxerunt, quae etiam honoraria appellatur, in iudiciis
frequentatur. nam secundum gradum dignitatis vitaeque honestatem crescit aut
minuitur aestimatio iniuriae: qui gradus condemnationis et in servili persona non
immerito servatur, ut aliud in servo actore, aliud in medii actus homine, aliud
in vilissimo vel compedito constituatur.
(그런데 침욕에 대한 징벌은 12표법에 의하면 지체불구화로 인한 것은 동해보복(同
害報復)이었다. 그러나 골절로 인한 것은 옛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금전

배상액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법정관들이 침욕을 당한 자들 자신들에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 결과 심판인이 침욕당한 자가 평가한 상당액
만큼으로나, 또는 그[심판인]에게 정당하게 생각되는 대로 감액하여 유책판결을
한다. 그러나 12표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던 침욕에 대한 배상액은 불사용 관습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법정관들이 도입했던 것들은 또한 명예관법상의 것이라 칭하는
데, 재판에서 통용된다. 한편 품위의 등급과 생활양식에 따라서 침욕의 평가는 증가
하거나 감소한다. 이 유책판결의 등급은 또한 노예 신분의 경우에도 타당하게 지켜
지며, 그래서 노예가 재산관리인인 경우, 상노(常奴)인 경우, 최하급 또는 족쇄착용
노예인 경우 모두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침욕소송에서의 유책판결을 통한 금전배상은 재산적 손해가
관이 평가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 이것은 행위자체로부터, 가령 어떤 자가 편타당하거나 상해당하
는 경우처럼, 판단되는 것이 관례이다.)
여기서 iudex는 법정관을 의미한다(Manthe, Gai Institutiones-Kommentar ad 3.224, p.263). 다른
예로 Ulp. D.10.2.43. 그 외에도 D.47.10.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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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이다.82) 자유인의 신체침해 사안
에 국한하여 살펴보자면, 피해자는 치료비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
른 손해배상 외에, 자유인의 훼손된 신체를 평가하여 재산가치의 차액
(aestimatio corporis 또는 aestimatio vulneris)만큼의 금전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로마인들에게 그것은 물건에 해
당하는 노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유인의 신체
는 가액산정을 받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법리(‘liberum corpus nullam
recipit aestimationem’)에 기초하여 외모의 추상(醜相), 즉 추상장애 자체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통한 전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제재 내지 위자
(慰藉)로서 비재산적 손해배상만이 인정되게 된 것이다.83) 이는 노예의 신체
82) 침욕소권이 제재만이 아니라 위자의 성격도 가진다는 견해로 Kaser/Knütel/Lohsse, RP (2017), §
51, Rn. 23; Hagemann (1998), 223ff.(그 근거로 대표적으로 노예가 침욕의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

위부 외에 노예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가해자 노예를 편타하도록 제시하여 만족을 주게 하는 것에
관한 D.47.10.17.4-6을 들고 있다). 이는 재산상 손해전보의 목적은 아니다. 현행법과 대비되는 로
마법상 손해개념에 대해서는 서을오, ｢로마법상 손해의 개념 － 민법 제393조상의 손해 개념의 역
사적 기원－｣, 뺷법학논집뺸 제18권 제2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166면 이하 참조.
83) 이에 대하여는 최병조, ｢자유의 값: D.50.17.106｣, 뺷로마법이야기뺸 창간호(2019. 5), 16면 + 주 19
및 최병조 대표편역, 뺷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 민법 제373조~제407조뺸, 법무부(2013),
43면에서 인용된 개소 참조.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곳에서 인용된 관련 개소 중 일부를 재인용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음).
D.9.1.3 Gai. 7 ad ed. provinc.
Ex hac lege iam non dubitatur etiam liberarum personarum nomine agi posse, forte si patrem
familias aut filium familias vulneraverit quadrupes: scilicet ut non deformitatis ratio habeatur,
cum liberum corpus aestimationem non recipiat, sed impensarum in curationem factarum et
operarum amissarum quasque amissurus quis esset inutilis factus.
(이제 가령 家父나 家子를 四足동물이 상해한 경우, 이 법률에 기하여 또한 자유인의 명목으로도
소구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자유인의 신체는 가액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상(醜
相)장애는 고려되지 않고, 치료비와 이미 상실한 노동능력 및 무용(無用)한 자가 되어서 장차 상실
할 노동능력이 고려된다.)
D.9.3.7 Gai. 6 ad ed. provinc.
Cum liberi hominis corpus ex eo, quod deiectum effusumve quid erit, laesum fuerit, iudex
computat mercedes medicis praestitas ceteraque impendia, quae in curatione facta sunt,
praeterea operarum, quibus caruit aut cariturus est ob id, quod inutilis factus est. cicatricium
autem aut deformitatis nulla fit aestimatio, quia liberum corpus nullam recipit aestimationem.
(자유인의 신체가 투하물이나 유출물로 손상되면 심판인은 지출된 의사의 보수 및 기타 치료비용,
그밖에 그가 무용하게 된 것으로 인해 그가 상실했거나 상실할 노동능력을 계산한다. 그러나 추흔
(醜痕)이나 추상장애는 가액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유인의 신체는 가액산정의 대상
이 아니기 때문이다.)
D.14.2.2.2 Paul. 34 ad ed.

로마법상 侵辱 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93

훼손의 경우 해당 노예 주인에 대한 소유권침해(damnum iniuria datum)84)
를 구성하여 아퀼리우스법상의85) 재산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것과
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86)87)
… corporum liberorum aestimationem nullam fieri posse. …
(자유인들의 신체는 가액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참고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피해자의 여러 사정들
을 고려하여 그것이 현저한 경우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아퀼리우스법이 예외적으로 자유인에게 적용된 사안(준소권 부여)으로는 최병조, ｢로마불법
행위법 연구: Lex Aquilia｣, 뺷로마법연구(I)뺸(1995), 373면 참조. Schulz, CRL (1951/1954), 599에
의하면 이는 자유인에 대한 과실로 인한 신체침해의 경우 침욕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고전후기 법률가들이 아퀼리우스 소권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 본다.
84) 여기서의 iniuria의 의미는 “과실로 가해진 손해”를 의미한다(D.47.10.1.pr.: ... Interdum iniuriae
appellatione damnum culpa datum significatur, ut in lege Aquilia dicere solemus: ...)
85) 이에 대하여는 최병조, ｢로마불법행위법 연구: Lex Aquilia｣, 뺷로마법연구(I)뺸(1995), 371면 이하
참조.
86) 노예의 경우 재산상 손해전보는 아퀼리우스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다만, 노예의 경우에도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침욕의 소가 고려되었다.
D.47.10.7.1 Ulpianus 57 ad edictum.
… Quid ergo de lege Aquilia dicimus? Nam et ea actio principaliter hoc continet, hominem
occisum non principaliter: nam ibi principaliter de damno agitur, quod domino datum est, at
in actione iniuriarum de ipsa caede vel veneno ut vindicetur, non ut damnum sarciatur. …
(…그렇다면 아퀼리우스법에 관하여는 뭐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소권도 주된 것으로 이것[=
공적소추에 해당하는 사안]을 포함하고, 살해당한 노예를 주된 것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주인에게 가해진 손해에 관하여 주된 것으로 제소되지만, 침욕의 소에
서는 살해나 독살 자체에 관하여 응징되는 것이지 손해가 배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Ulp. Coll.2.4.1.
Rupisse eum utique accipiemus, qui vulneraverit, vel virgis vel loris vel pugnis caedit, vel telo
quove alio vis genere sciderit hominis corpus, vel tumorem fecerit, sed ita demum, si damnum
datum est. Ceterum si in nullo servum pretio viliorem deterioremve fecerit, Aquilia cessat
iniuriarumque erit agendum. Ergo et si pretio quidem non sit deterior factus servus, verum
sumptus in salutem eius et sanitatem facti sunt, in haec nec mihi videri damni Aquilia lege agi
posse.
(노예를 ‘손괴’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란, 상해를 입혔거나 몽둥이나 채찍이나 주먹으로 타상
(打傷)했거나, 또는 무기나 다른 종류의 무력 기구로 노예의 신체에 열상(裂傷)을 가했거나, 부종을
생기게 한 경우이다. 그러나 다만 손해가 발생한 때에 한한다. 이와 달리 노예를 가액에 있어서

전혀 더 저렴해지거나 악화된 것으로 만들지 않은 때에는 아퀼리우스법 소권은 그치고 침욕소권으
로써 소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고로 실로 가액 면에서 노예가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건강
과 치유에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는 私見으로도 아퀼리우스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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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렴치효의 부과
침욕소권으로 유책판결을 받은 경우 파렴치효가 수반되었다(파렴치효 소권).88)
D.47.10.7.pr. Ulpianus 57 ad edictum. [= 일반고시]
Praetor edixit: “qui agit iniuriarum, certum dicat, quid iniuriae factum sit”: quia
qui famosam actionem intendit, non debet vagari cum discrimine alienae
existimationis, sed designare et certum specialiter dicere, quam se iniuriam
passum contendit.
(법정관은 고시하였다: “침욕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어떠한 침욕이 행해졌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파렴치효가 따르는 소를 청구취지로 삼는 자는
타인의 평판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헤매서는 안 되고, 자신이 당했다고 다투는 침
욕을 표명하고 특히 특정하여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PS.5.4.9.
Iniuriarum civiliter damnatus eiusque aestimationem inferre iussus famosus
efficitur.
(침욕의 소로 민사적으로 유책판결 받은 자와 그 평가액을 급부하도록 명받은 자는

효과가 파렴치자로 된다.)

87) 한편 침욕소권을 통해 로마에서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 역시 노정되었다. Schulz, CRL (1951/1954), 599는 신체손상의 경우에도 비재산적 손해배
상과 결부짓는 것은 12표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후대에 치명적인 결과
를 초래하였는데, 가령 과실로 인한 신체손상의 경우 동 소권은 적용되지 않았고, 강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속인에게도 소권이 상속되지 않는(actio vindictam spirans) 등으
로 자유인의 신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근대법에서는 침욕소권은 소
멸되었다고 한다.
88) 파렴치효가 붙는 다른 불법행위인 절도, 강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 것이다. 아래 개소 참조.
D.3.2.1 Iul. 1 ad ed.
… qui furti, vi bonorum raptorum, iniuriarum, de dolo malo et fraude suo nomine damnatus
pactusve erit …
G.4.182
Quibusdam iudiciis damnati ignominiosi fiunt, uelut furti, ui bonorum raptorum, iniuria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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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5.4.19
Maledictum itemque convicium publice factum ad iniuriae vindictam revocatur.
Quo facto condemnatos infamis efficitur.
(공개적으로 행해진 악담과 또 고성비방은 침욕의 응징에 이르게 된다. 이 행위로

유책판결을 받은 자들은 효과가 파렴치자로 된다.)

한편 심판인에 대한 고성비방의 경우 파렴치자로 등록된다는 칙법이 전해
지고, 아울러 이런 자는 상소 자체가 불허되었다.89)
D.47.10.42 Paulus 5 sententiarum.
Iudici ab appellatoribus convicium fieri non oportet: alioquin infamia notantur.
(심판인에게는 상소인들에 의하여 고성비방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위반의 경우

파렴치로 등록 단죄된다.)90)

3. 원상복구
그 외의 효과로서 원상복구로서 침욕 결과의 제거를 명하는 칙법도 전해
진다.
D.47.10.37.pr. Marcianus 14 institutionum.
Constitutionibus principalibus cavetur ea, quae infamandi alterius causa in
monumenta publica posita sunt, tolli de medio.
(타인을 훼욕할 목적으로 공공기념물에 치설(置設)된 것은 이 세상에서 제거된다고
89) PS.5.35.3.
Eum qui appellat cum convicio ipsius iudicis appellare non oportet: ideoque ita factum arbitrio
principis vindicatur.
90) PS.5.4.18.
Convicium iudici ab appellatoribus fieri non oportet: alioquin infamia notantur.
(고성비방이 심판인에게 상소인들에 의하여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파렴치로 등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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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들에 규정되고 있다.)

4. 중한 침욕의 경우
‘중한 침욕’에 해당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심판인은 법정관이 정한

평가액을 감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Gai.3.224), 자격상실 및 법정관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다.
D.47.10.40 Macer 2 publicorum iudiciorum.
Divus Severus Dionysio Diogeni ita scripsit: “Atrocis iniuriae damnatus in ordine
decurionum esse non potest. Nec prodesse tibi debet error praesidum aut eius,
qui de te aliquid pronuntiavit, aut eorum, qui contra formam iuris mansisse te
in ordine decurionum putaverunt”.
(신황(神皇) 세베루스는 디오뉘시우스 디오게네스에게 다음과 같이 칙답하였다.
“중한 침욕으로 유책판결 받은 자는 시참사회원의 신품(身品)에 속할 수 없다. 또한

관할 수령들 또는 그대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선고한 자 또는 법규정에 반하여 그대
가 시참사회원의 신분계층에 머물렀다고 생각한 자들의 착오는 그대에게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D.47.10.35 Ulpianus 3 de omnibus tribunalibus.
Si quis iniuriam atrocem fecerit, qui contemnere iniuriarum iudicium possit ob
infamiam suam et egestatem, praetor acriter exequi hanc rem debet et eos, qui
iniuriam fecerunt, coercere.
(어떤 자가 중한 침욕을 행한 경우 자신의 오명과 궁핍으로 인하여 침욕소송을

업신여길 수가 있으므로 법정관은 이 사안을 엄하게 처벌해서 침욕의 가해자들을
징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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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권의 소멸사유
1. 묵인, 용서, 1년 경과
침욕소권의 소멸사유로 묵인(dissimulatio)과 용서(remissio)의 경우가 있
다. 한편 침욕소권은 1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하였다.
D.47.10.11.1 Ulpianus 57 ad edictum.
Iniuriarum actio ex bono et aequo est et dissimulatione aboletur. Si quis enim
iniuriam dereliquerit, hoc est statim passus ad animum suum non revocaverit,
postea ex paenitentia remissam iniuriam non poterit recolere. Secundum haec
ergo aequitas actionis omnem metum eius abolere videtur, ubicumque contra
aequum quis venit. Proinde et si pactum de iniuria intercessit et si transactum
et si iusiurandum exactum erit, actio iniuriarum non tenebit.
(침욕소권은 선과 형평에 기한 것으로 묵인으로써 제거된다. 즉 어떤 자가 침욕을

방치하였으면, 즉 당하고서 즉시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용서했던 침욕
을 나중에 후회하여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91) 이에 따르면 그러므로 이
소권의 경우 고려되는 공평성은, 어떤 자가 선행행위에 반하여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침욕에 관한
무방식의 약정이 개입했거나, 화해가 성립했거나, 선서를 얻어낸 경우 침욕소권으
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Inst.4.4.12
Haec actio dissimulatione aboletur: et ideo, si quis iniuriam dereliquerit, hoc

91) Inst.4.4.12.
Haec actio dissimulatione aboletur: et ideo, si quis iniuriam dereliquerit, hoc est statim passus
ad animum suum non revocaverit, postea ex poenitentia remissam iniuriam non poterit recolere.
(이 소권은 묵인으로써 폐기된다. 그리하여 어떤 자가 침욕을 방치하였으면, 즉 당하고서 즉시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용서했던 침욕을 나중에 후회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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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statim passus ad animum suum non revocaverit, postea ex poenitentia
remissam iniuriam non poterit recolere.
(이 소권은 묵인으로써 폐기된다. 그리하여 어떤 자가 침욕을 방치하였으면, 즉

당하고서 즉시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용서했던 침욕을 나중에 후회함
으로써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D.47.10.17.6 Ulpianus 57 ad edictum.
Nam et si nuda voluntate iniuriam remisit, indubitate dicendum est extingui
iniuriarum actionem non minus, quam si tempore abolita fuerit iniuria.
(왜냐하면 단순한 의사로써 침욕을 용서한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로 침욕이 폐기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욕소권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의문의 여지없이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C.9.35.5 Diocletianus, Maximianus (a.290).

… Si in rixa inconsulto calore prolapsus homicidii convicium obiecisti et ex eo
die annus excessit, cum iniuriarum actio annuo tempore praescripta sit, ob
iniuriae admissum conveniri non potes.
(… 다툼 중에 열 받아서 의도 없이 ‘살인자’라는 고성비방을 내뱉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침욕소권은 1년 기한으로 시효에 걸렸으므로 그대는 침욕을 범한

것을 이유로 제소될 수 없다.)

2. 당사자들의 사망
한편 침욕소권은 징벌금소권(actio poenalis)으로서 가해자 자신만이 배상
의무, 즉, 위자(慰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책임은 상속되지 않는
다. 나아가 침욕소권은 다른 징벌금소권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귀속상의 일신
전속성이 인정되어 침욕을 당한 피해자만이 위자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도 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이른바 ‘actio vindictam spiran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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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쟁점결정 후에는 상속이 인정되었다.93)

Ⅷ.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며 글을 끝맺기로 한다.
로마법상 ‘침욕(iniuria)’에 대한 규율은 12표법상의 신체침해에 대한 규정
(XII.Tab.8.2-4)에서 출발한다. 지체불구화나 골절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경

미한 신체침해를 의미하는 ‘침욕’은 초기에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 침해에 국
한되었으나 이후 법정관 고시법을 통해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 외에도 고성
비방을 비롯하여 강제추행, 스토킹, 재산권행사 방해, 나아가 신용훼손과 일
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사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안유형들을 포괄하
92) Gai.4.112
Non omnes autem actiones, quae in aliquem aut ipso iure conpetunt aut a praetore dantur,
etiam in heredem aeque conpetunt aut dari solent. est enim certissima iuris regula ex maleficiis
poenales actiones in heredem nec conpetere nec dari solere, uelut furti, ui bonorum raptorum,
iniuriarum, damni iniuriae. sed heredibus [eiusdem videlicet] actoris huiusmodi actiones
competunt nec denegantur, excepta iniuriarum actione et si qua alia similis inueniatur actio.
다만 대리인을 통한 소권행사는 가능하였다.
D.47.10.11.2. Ulpianus 57 ad edictum.
Agere quis iniuriarum et per se et per alium potest, ut puta procuratorem tutorem ceterosque,
qui pro aliis solent intervenire.
(侵辱의 訴로 제소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도 있고, 또 타인을 통해서, 가령 대리인, 후견인, 타인을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 통례인 기타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93) D.47.10.13.pr. Ulpianus 57 ad edictum.
Iniuriarum actio neque heredi neque in heredem datur. Idem est et si in servum meum iniuria
facta sit: nam nec hic heredi meo iniuriarum actio datur. Semel autem lite contestata hanc
actionem etiam ad successores pertinere.
(침욕소권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도 또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도 주어지지 않는다. 나의 노
예에게 침욕이 행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내 상속인에게 침욕소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단 쟁점결정이 되면 이 소권은 또한 승계인들에게도 귀속한다.)
D.47.10.28 Ulpianus 34 ad Sabinum.
Iniuriarum actio in bonis nostris non computatur, antequam litem contestemur.
(침욕소권은 쟁점결정 전에는 우리 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 밖에 D.50.17.164 Paulus 51 ad ed.
Poenalia iudicia semel accepta in heredes transmitti possunt.
(징벌소송이라도, 일단 심판인절차로 수용되면, 상속인들에게 수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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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전하게 된다.
고전기 방식서소송에서는 침욕에 해당하면 그 효과로 침욕평가소권(actio
iniuriarum aestimatoria)이 부여된다. 우선 법정절차에서 피해자가 법정관

면전에서 자신이 당한 침욕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액을 제시한 후 법정
관으로부터 침욕소권을 부여받는다. 다음 단계인 심판인절차에서 심판인이
피고에게 유책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과 형평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하여 징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이때 금전배상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었는데, 이는 로마법상 ‘자유인의 신체 자체는 가액평가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liberum corpus nullam recipit aestimationem)는 법리가 적용되
었기 때문이다.
고전기가 지나고 후대로 가면서 ‘침욕’은 민사절차를 통한 금전배상보다는
비상심리절차를 통한 형사제재로 규율되고, 후대 형사법의 일반적 경향을 공
유하며 형벌도 점차 가혹해지게 된다.
로마법상 침욕에 대하여는 노예나 家子를 통한 간접 침욕 사안(per alias
personas)과 침욕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BC 81)을 비롯한 형사법 규율과의

관계 등 많은 연구주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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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o Iniuriarum in Classical Roman Law
－Focusing on the Civil Action Cases Freeman Concerned－

Lee, Sang Hoon*
94)

The Korean Civil Code Art. 751(1) provides the compensation for
immaterial damage in case of the physical injuries, infringement of a person’s
liberty or reputation et cetera. This paper deals with iniuria, one of the delicts
in Roman law, in contemplation of furthering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ivil Code Art. 751(1).
The historical origin of actio iniuriarum in Roman law is traced to the
Twelve Tables (XII.Tab.8.2-4) and iniuria implied then a lesser physical injury
or assault to the body of a man. The legal effect was paying a fixed sum
of money. Around the turn of the third to the second century B. C.,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The praetors introduced under the law of formulary
civil procedure and with the social changes in view actio iniuriarum that
covered various forms of injury including assaults, slander, stalking and so
on. Even preventing a person from using his own property, treating a person
as a debtor and infringement of freedom of general conduct had been
sanctioned as iniuria. Dolus malus was required for all types of iniuria, but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the animus iniuriandi, the intention to insult
was requir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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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eding in iure, the victim had to specify the injury he suffered
and present his own evaluation amount before the praetor, who was, however,
in his taxatio not bound to it, and then in the proceeding apud iudicem the
iudex judged whether the offence was committed and fix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at his discretion ex bono et aequo within the limit of the
praetorian taxatio, unless the injury was serious (atrox) for which the praetor
normally fixed the amoun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mpensation was for
immaterial damage not for material damage, because the rule liberum corpus
nullam recipit aestimationem, i.e. a body of a free man is not subject to
valuation, was applied under Roman law. The actio iniuriarum was an actio
poenalis incurring infamia as well as an actio vindictam spirans that was
inheritable on both sides of the parties unless an action has been instituted.

[Key Words] iniuria, actio iniuriarum, liberum corpus nullam recipit
aestimationem, Roman law, Korean Civil Code Art. 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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