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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投下物 ․ 流出物 訴權(Actio de
Deiectis et Effusis)에 관한 小考*
95)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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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고대 로마에서는 고층의 공동주거(insula)로부터 도로로 물건이 떨어지는 사건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그 거주자(habitator)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하물․유출물 소권이
법정관(praetor)의 고시(edict)로 인정되었다. 이는 恣意裁判(iudex qui litem suam
facit), 立置物․懸垂物 소권(actio de positis et suspensis) 등과 함께 준불법행위
(quasi-delict)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다.
거주자는 스스로 투하 혹은 유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주거에서 무엇인가 투하 혹은
유출되어 거리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소권에 따라 책임을 졌는데, 재산상의
손해에 있어서는 그 손해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하였지만, 자유인의 상해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을, 그 사망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했다. 따라서 투하물․유출물
소권은 일종의 국민소권, 그리고 벌금소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예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위부(noxa deditio)가 인정되었고, 사안에 따라 구상의무가 발생하였다.
*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seungsoohan@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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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물․유출물 소권을 포함한 준불법행위 모두가 과책(culpa)을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자의재판의 경우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어려
운 문제로 남아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은 과책이 요구된다는 이론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자의재판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어 준불법행위 모두 무과실책임
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견해도 나타났는데, 최소한 투하물․유출물 소권은 일종의 무
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투하물․유출물 소권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오스트리아민법전(ABGB)에는 그 규정이 남
아있고 보조자 책임의 영역과 무과실책임의 영역에서는 현재까지 여러 입법례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제어] 투하물․유출물 소권, 준불법행위, 거주자, 무과실책임, 자의재판, 입치물․현
수물소권

밤에 도사린 다른 위험들을 생각해보게.
저 높이 솟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타일은
자네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지.
거리에선 또 어떤 참극이 벌어질까.
금이 가거나 구멍 난 꽃병들이
창밖으로 내던져져 길바닥으로 날아들면 말일세!
자네는 그야말로 무신경하고 재앙을 자처하는 바보로군.
저녁식사를 위해 집을 나서면서 유서도 남기지 않다니.
자네가 지나가는 길 위의 모든 창문들이
언제 죽음의 덫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이야.
위층 주부가 쏟아버린 액체를 뒤집어쓰는 것보다
더한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바라네.
96)-유베날리스Iuvenalis, ｢풍자시｣, 3***

Ⅰ. 序
(1) 우리 생활의 중심이 점차 아파트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였던 여러 유형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우리는 이러한 고층의 아파트로
*** 필립 마티작(이정민 역), 뺷로마에서 24시간 살아보기뺸(매경출판, 2018), 2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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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각종의 물건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1) 일부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일부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한 피해가
만만치가 않다. 그로 인하여 민․형사 책임이 문제되곤 한다.
고대 로마에도 일찍이 아파트와 같은 거주지가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富
와 거리가 먼 거주지였던 인술라(insula)가 그것이다.2) 이는 비교적 부유층
의 거주지였던 도무스(domus)3)나 교외의 빌라(villa)4)와 달리 저소득층의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간이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로마의 인구는 폭
발적으로 증가하여,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인구가 백만에 이르렀다고 한
다.5)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 이러한 거주 공간이 존재하여 고대 로마에서
도 오늘날과 비슷한 고민이 존재하였다. 특히 상하수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하층민 거주 인술라에서는 각종의 오물과 쓰레기가 창밖으로 내버려졌
고 촘촘한 인술라 사이의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붐볐다.6) 그들의 머리 위로
무엇인가 떨어질지도 몰랐던 상황이 된 것이다. 冒頭에서 소개한 유베날리스
의 詩가 이를 잘 보여준다.7)
(2) 고대 로마에서는 보행자가 걱정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공익적인 고
1) 예컨대, 2018. 8. 8. 연합뉴스 기사(인천 고층 아파트서 술병 11차례 낙하…“주민투척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8045000065?input=1195m ; 2018. 8. 1. 서울경제 기
사(‘방충망 열다가’ 아파트 12층서 과도 떨어트린 70대 여성) https://www.sedaily.com/News
View/1S36W6FFIK 등.
2)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3), s.v. Insula.
3) 로마시대에는 이러한 집이 안정적인 쉼터로 여겨졌다(D.2.4.18). 강제소환도 피고의 집에서는 이루
어지지 않았고(D.50.17.103), 주거 침입의 경우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라 인격침해(侵辱) 소권(actio
iniuria)이 인정되었다(D.47.10.5. “lex itaque Cornelia ex tribus causis dedit actionem: quod quis
pulsatus verberatusve domusve eius vi introita sit.”). 개략적으로는 Adolf Berger, op.cit, s.v.
Domus.
4) Adolf Berger, s.v. Villa.
5) Hans Ankum, “Ulpianus D.9.3.5.4: The Recourse of the Habitator against His Guest who
Threw Something down onto the Street”, A Journal of Legal History (2002), p.8.
6) Reinhard Zimmermann, “Effusum vel deiectum”, Festschrift für Hermann Lange (1992), S.301.
7) 이와 같은 모습은 중세의 끝자락에 이르러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태자, 뺷중세의
뒷골목 풍경뺸(이랑, 2011), 231면에 따르면, “300년 전 파리는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낭만적인 도
시와는 매우 다른 곳이었다. …[중략]… 밤새 죽은 이의 시체를 아침에 발견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심지어 사람들은 간밤에 사용한 요강을 아침에 그냥 창밖으로 부어버려 지나가는 행인이
오물을 뒤집어써고, 미처 요강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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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바탕으로8) 이처럼 무엇인가 집 밖으로 내던져지거나 쏟아지는 경우 일
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소권이 있었는데, 이를 투하물․유출물 소권(actio de
deiectis et effusis)이라고 한다.9) 이는 통상 準不法行爲(quasi-delict)10) 중

하나로 열거된다. 준불법행위란 시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法政官의 告示(edict)를 근거로 인정되는,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에 준하

는’ 채무를 의미한다. 이것은 엄밀하게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시민법상 불법행위가 강도소권, 절도소권, 아퀼리우스법 소권(actio legis
Aquiliae, 아퀼리아 소권),11) 侵辱訴權(actio iniuria) 등으로 대별되어 개별행

위가 어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만큼12)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정관의 고시에 의
존할 수밖에 없고, 계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정관 고시가 큰 역할을 하
게 되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제요와 학설휘찬13)에서는 법정관이 창설한 준불법
행위 소권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14) 첫째, 恣意裁判의 경우(iudex qui
8) D.9.3.1.1 Ulp. 23 ad ed.: Summa cum utilitate id praetorem edixisse nemo est qui neget: publice
enim utile est sine metu et periculo per itinera commeari.
9) 성립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소에서 나타나는 주해의 시기에 비추어 늦어도 공화정 후기 이
래도 도시 생활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Martin Pennitz, “Zur Noxalhaftung bei den sog.
actiones de deiectis vel effusis und de posito (aut suspenso)”, Revue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antiquité (2011), S.275(local.droit.ulg.ac.be).
10) 다만 이 용어는 로마법대전상의 용어는 아니다. 이는 로마법대전에 나타나는 표제인 obligatio
quae quasi ex delicto nascitur를 줄여서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Peter Stein, “The Actio de Effusis
vel Dejectis and the concept of Quasi-Delict in Scots Law”, 4 INT’L & COMP. L. Q. 356
(1955), p.363; Eric Descheemaeker, “Obligations quasi ex delicto and Strict Liability in Roman
Law”, The Journal of Legal History 31:1 (2010), p.3). 이와 같이 줄여쓴 것은 볼로냐의 주석학파
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기도 하고(Peter Stein, op.cit., p.363), 바실리카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에
기인한다고도 한다(Eric Descheemaeker, op.cit., p.3). 그에 따라 quasi의 위치가 ex의 뒤로 옮겨져
사용된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이 로마법상의 의미를 오독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Eric
Descheemaeker, op.cit., p.3).
11) 이하에서는 아퀼리우스법에 기초한 소권을 아퀼리우스법 소권으로 부른다. 이 소권에 관한 개략은
본문에서 다룬다.
12) 이들은 모두 delict의 일종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로 부른다. 로마의 불법행위
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는 성중모,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抄譯-제4권 번역과 注釋｣,
뺷法史學硏究뺸 第47號(2013), 184-187면; 현승종․조규창, 뺷로마법뺸(법문사, 1997), 818-823면 참조.
13) Inst.4.5.(전체 번역은 본고 뒷부분에 첨부); D.44.7.5.4-6. 이들 개소는 필요에 따라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법학제요의 텍스트는 대체로 Digesta상의 개소의 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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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m suam facit, 소송을 자기 것으로 만든 심판인),15) 둘째, 고층에서 집

밖으로 무엇인가 쏟아버리거나 내던진 경우(actio de dejectis et effusis, 투하
물․유출물 소권), 셋째, 처마 등에 무엇인가 위험하게 세워두고 걸어둔 경우
(actio de positis et suspensis, 立置物․懸垂物 訴權 또는 定置物․懸垂物 訴
權), 넷째, 선박업자(nauta), 여관업자(caupo), 마구간업자(stabularius)가 자

신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그것이다.16)
(3) 이하에서는 위 준불법행위 중의 하나인 투하물․유출물 소권(이하 줄

여서 ‘투하물 소권’으로 부른다)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저 로마법 사료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14) 실제 법정관이 창설한 준불법행위의 종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만 열거된 이유는 아
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현승종․조규창, 앞의 책, 870면 등). 이와 같이 네 가지만 열거된
것과 관련하여 4라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하기도 한다(Goudy, “Artificiality of Roman
Juristic Classifications”, Studi giuridici in onore di Carlo Fadda, Vo. 5.(1906), p.209. and pp.204
et seq. 이는 Peter Stein, 363에서 재인용). 이는 기본적으로 준불법행위 네 가지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 네 가지 사안에 있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뒤에 상술한다.
15) Inst.4.5.2., D.5.1.16.pr., D.44.7.5.4., D.50.13.6, GAI. 4.52. 이에 대하여 직역을 하면 “소송을 자기
것으로 만든 심판인”일 것인데, 이러한 사안의 핵심은 iudex가 자신이 판결해야 할 사건을 “마치
자기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처럼 행동”하는 것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안 유형에 대하여는 후
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심판인이 자의로 재판을 한다
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간략하게 일단 “恣意裁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최병조, 뺷로마법강
의뺸(박영사, 1999), 438면 참고). 한편, 자의재판과 관련한 간단한 소개와 Inst.4.5.2., D.44.7.5.4.,
D.50.13.6의 번역은 최병조, 뺷비교법문화론뺸(박영사, 2018), 108-110면. 참고로, GAI. 4.52.:
Debet autem iudex attendere, ut cum certae pecuniae condemnatio posita sit, neque maioris
neque minoris summa posita condemnet, alioquin litem suam facit; item si taxatio posita sit,
ne pluris condemnet quam taxatum sit: alias enim similiter litem suam facit. (그런데 확정금액의

유책판결이 제시된 경우에는 심판인은 제시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유책판결하지 않도록 주의하
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소송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 한도액이 제시된 경우에도 한도
가 정해진 것보다 많게 유책판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유사하게
소송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의재판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별도의 후속연구로 미뤄
두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그 설명에 나아가기로 한다.
16) 이는 현행법상 사용자책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김형석, 뺷사용자책임의 연구뺸(박영사, 2013),
22-23면에서도 그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로마법상의 actiones institoria(지배인소권) 및 actiones
exercitoria(선주소권)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선임계약(praepositio)
의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 개략은 김형석, 위의 책, 22면. 지배인소권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로는, 최병조, ｢로마법상의 지배인소권 (上)｣, 뺷서울대학교 법학뺸 제35권 제2호
(1994), 198-220면; 최병조, ｢로마법상의 지배인소권 (下)｣, 뺷서울대학교 법학뺸 제35권 제3,4호
(1994), 107-134면(이 두 논문은 최병조, 뺷로마법․민법논고뺸(박영사, 1999)에 합쳐져 수록되어
있다). 船主와 관련해서는, D.4.9.7.도 참조. 이하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문헌명까지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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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그 흔적이 역사에 남았던 만큼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투하물․유출물 소권의 내용
1. 법정관 고시
투하물 소권에 관한 법정관 고시를 잘 보여주는 것은 D.9.3.1.pr.이다. 이
를 바탕으로 영구고시록의 내용도 구성되었다.17) 먼저 해당 개소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개소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소권의 내용을
검토해본다.

D.9.3.1.pr. Ulp. 23 ad ed.
Praetor ait de his, qui deiecerint vel
effuderint: “unde in eum locum, quo volgo
iter fiet vel in quo consistetur, deiectum vel
effusum quid erit, quantum ex ea re damnum
datum factumve erit, in eum, qui ibi
habitaverit, in duplum iudicium dabo. si eo
ictu homo liber perisse dicetur, quinquaginta
aureorum iudicium dabo. si vivet nocitumque
ei esse dicetur, quantum ob eam rem aequum
iudici videbitur eum cum quo agetur
condemnari, tanti iudicium dabo. si servus
insciente domino fecisse dicetur, in iudicio
adiciam: aut noxam dedere.

D.9.3.1.pr.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23권

법정관이 물건을 투하 또는 유출한 자에 관하여
말한다. “나는 통행이 잦거나 사람들이 서 있곤
하는 장소로 무엇인가가 투하되거나 유출된 곳
에 살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로부터 야기된 손
해의 두 배를 배상할 소권을 부여한다. 만약 자
유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50,000 세
스테르티우스의 贖罪金 소권을 부여한다. 그가
생존하였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되는 경우, 그
사건으로 심판인에게 적절하게 인정되는 만큼으
로 소권을 부여한다. 노예가 주인 모르게 행하였
다고 진술되는 경우, 나는 방식서에 “또는 위부
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

가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퀼리우스법(lex Aquilia)에
따른 청구가 문제될 수 있었다.18) 아퀼리우스법은 기원전 286년 성립한 평
민회의결로 일정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불법손해에 관하여 금전 배상을 규정
17) O. Lenel, Das Edictum Perpetuum (Leipzig: Bernhard Tauchnitz, 1927), SS.173-174.
18) 현승종․조규창, 앞의 책, 871면. 다만 뒤에서 살펴보듯이 투하물 소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엄
격히는 아퀼리우스법 소권이 아니라 그 준소권이나 사실소권이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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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인데,19)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재산에 대한 가해를 대상으로
하였다.20) 따라서 자유인(自權者)의 신체나 생명을 해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퀼리우스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21)22) 과책이 있는23) 가해행위자는 아
퀼리우스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소권이 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인
데,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본 소권에 의한 구제
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예나 주거의 거주자
(habitator)가 아닌 자유인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본 소권을

통하여 해당 주거 거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24) 즉, 가해자
가 누구인지의 문제와 무관하게, 투하물이나 유출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
는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태양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2. 소권의 유형과 당사자
1) 유형별 제소기간과 원고

일반적으로 보면 원고는 투하물이나 유출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혹
은 그 상속인)이다. 즉, 어떤 고층 방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밖으로 던져지거나
19) 아퀼리우스법(Lex Aquilia)의 입법 경위와 시기 등에 관하여 이진기, ｢Lex Aquilia의 구성과 내용위법성과 책임｣, 뺷재산법연구뺸 제29권 제3호(2012.11), 85-87면; 최병조, 뺷로마법연구(1)뺸 (박영
사, 1995), 371면(“12. 로마불법행위법연구: Lex Aquilia”, 이하 “Lex Aquilia”로 인용); 현승종․
조규창, 앞의 책, 833-835면.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관한 상세는 위 문헌들, 그 개략은 성중모, 앞의
글, 185면.
20) 최병조, Lex Aquilia, 373면.
21) 후에 자유인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견해 및
문헌의 소개로, 최병조, Lex Aquilia, 373면. 자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ctio iniuriarum이 사
용되었다. 물론 아퀼리우스법을 ‘준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D.9.2.13.pr).
22) 투하물 소권과 아퀼리우스법 소권의 관계에 관하여는 뒤의 구상권 관련 논의 참조.
23) Inst.4.3.2.: Ac ne is quidem hac lege tenetur, qui casu occidit, si modo culpa eius nulla
invenitur: nam alioquin non minus ex dolo quam ex culpa quisque hac lege tenetur(그리고 우연
히 살해하는 자도 -과책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법률로 책임지지 않는다. 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기해서도 이 법에 따라 책임진다). 이 번역은 성중모, 앞의 글, 205면의 것을 따랐다.
24) Inst.4.5.1. 다른 소권이 있더라도 2배액이 인정된다는 점은 D.9.3.1.4.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난다.
관련 논의로, Zimmermann, a.a.O., 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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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 부어져 그에 의하여 해를 입은 자25)는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관 고시에 따르면 사건의 유형은 그 사건의 결과나 주체를 기
준으로 볼 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26) 마지막에 노예가
행한 경우는 앞의 세 가지에 덧붙여진 것으로 이해되는바, 일응 세 가지로
구별 가능하다. 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자유인이 사망한 경우, ③
자유인이 부상당한 경우가 그것이다.
첫 번째 소권은 유출물 또는 투하물과 관계된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사안으로서 準 아퀼리우스법소권(Actio legis Aquiliae utilis)27)이 그 대용
으로 사용될 수 있다.28) D.9.3.5.5.에서 울피아누스는 세 가지 사안에 있어서
그 성격을 설명하는데,29) 그에 따르면 투하물 소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永久訴權(actio perpetua)이고, 피해자의 상속인도 거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30) 그러나 거주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
다. 이어지는 두 가지 사안(자유인의 사망 사안, 상해 사안)을 배제하므로 이

25) Inst.4.5.1.
26) 이 고시에서 나타난 소권의 개수를 한 개, 세 개, 네 개로 보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Ankum, op.cit.,
p.9), 상론하지는 않는다.
27) 아퀼리우스법 소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초래했어야 하는데
(“corpore corpori”, 아퀼리우스법에서 상정한 occidere, urere, frangere, rumpere 등은 모두 행위의
직접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에 관하여는 성중모, 위의 글, 185면; 이진기, 위의 글,
100면; 최병조, Lex Aquilia, 374면 이하), 이러한 직접성이 결여되는 경우 인정되는 사실소권이다.
다만, 그러한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고, 아퀼리우스법 소권이 부여된 예도 있다. 예컨대,
D.9.2.11.pr, D.9.2.52.2. 결국 아퀼리우스법 소권은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진기, 위의 글, 101-102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퀼리우스법 소권은
재산침해에 대한 일반 소권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현승종․조규창, 위의 책, 884면).
28) Ankum, op.cit., p.10.
29) D.9.3.5.5 Ulp. 23 ad ed.; Haec autem actio, quae competit de effusis et deiectis, perpetua est
et heredi competit, in heredem vero non datur. quae autem de eo competit, quod liber perisse
dicetur, intra annum dumtaxat competit, neque in heredem datur neque heredi similibusque
personis: nam est poenalis et popularis: dummodo sciamus ex pluribus desiderantibus hanc
actionem ei potissimum dari debere cuius interest vel qui adfinitate cognationeve defunctum
contingat. sed si libero nocitum sit, ipsi perpetua erit actio: sed si alius velit experiri, annua
erit haec actio, nec enim heredibus iure hereditario competit, quippe quod in corpore libero
damni datur, iure hereditario transire ad successores non debet, quasi non sit damnum
pecuniarium, nam ex bono et aequo oritur.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분설하여 논의하고 있다.)
30) 일반적인 로마 불법행위법상 원고측에서는 소권이 상속되었다(성중모, 위의 글, 183면). 아퀼리우
스법에 의한 소권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최병조, Lex Aquilia, 390,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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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의 대상은 재산으로 한정된다.
자유인이 사망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와 달리 상속인이나 그에 준하는 자
에 의하여 소제기가 가능한데, 1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신체
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한 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기능을 가진 소권이고,31)
國民訴權(actio popularis)32)이기 때문이다.33) 이 경우에도 거주자의 상속인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유인이 부상당한 사안에는 해당 피해자가 소제기할 수 있다. 이 또한
actio perpetua로서 피해자는 언제든 소제기가 가능하지만, 그가 사망한 경우

에는 1년 내에 다른 사람이 소제기할 수 있다.34)
2) 피고 - 배상책임자

(1) 일반

주거에서 거주하는 자, 즉 居住者가 그의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책임의 성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詳論).35)
31) 고전 로마법상 자유인의 신체에 대하여는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다(“liberum corpus non recipit
aestimationem”). D.9.3.1.5. Ulp. 23 ad ed.; Sed cum homo liber periit, damni aestimatio non
fit in duplum, quia in homine libero nulla corporis aestimatio fieri potest, sed quinquaginta
aureorum condemnatio fit. (자유인에 있어서 신체의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2배액의
산정을 할 수 없다. 대신 50금의 유책판결을 행한다) 등.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은
전보적 기능이 아니라 징벌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Actio popularis를 國民訴訟으로 번역하는 예도 있기는 하지만(현승종․조규창, 앞의 책, 263면)
현행법상 국민소송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예도 있고 actio popularis의 느낌을 정확히 살리기 어
려워서 사용하지 않는다. 국민소권(최병조, 뺷로마법강의뺸, 529면)이나 民衆訴權이 보다 낫지 않은
가 생각하고 “공익소송”을 제안하는 심사의견도 있었지만, 후에 적절한 번역어를 모색하기로 하고
일단 본고에서는 국민소권으로 표기한다. Actio popularis에 관하여는 Max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Erster Abschnitt, 2. Aufl. (München: C.H.Beck, 1971), S.610(이하 RPR I으로 인용).
Actio popularis의 상속 제한과 1년의 기간 제한은, D.47.23.8. Ulp. 1 ad ed.; Omnes populares
actiones neque in heredes dantur neque supra annum extenduntur.
33) D.9.3.5.13. Ulp. 23. ad ed.: (그런데 이 소권은 국민소권이고 상속인 및 類似人에게 인정된다. 그
러나 상속인을 상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데, 벌금소권이기 때문이다.) (이 번역은 최병조, 로마법강
의, 530면); Zimmermann, a.a.O., S.303.
34) Ankum, op.cit., p.11.
35) D.9.3.6.2.: Habitator suam suorumque culpam praestare debet. (주거거주자는 그와 그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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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사정은 ‘거주하는 자’(habitator)인지 여부이고, 거주자성의 판단에
서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36) 따라
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손님의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37) 법
률상 소유자인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이 없다.38) 주거의 거주자가 행위의 현
장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
다수가 하나의 고층방(cenaculo)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투하 혹
은 유출을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모두에게 소제기가
가능하다.39) 이 때 그 중 하나에게 전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일단 한
명에게 소가 제기된 경우 (쟁점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수령됨으
로써 다른 사람들은 면책된다.40)
하나의 고층방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거주자만 책임을 진다.41) 다만, 어떤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들
에게 무상으로 하나의 주거 중 일부인 방들을 내어주거나 각 부분을 나누어
전대차를 놓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시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42)
(2) 家子와 노예의 경우

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의 아버지(家父, paterfamilias)
과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Kaser, RPR I, S.628.
36) 라틴어 habitator를 초고에서 “주거 보유자”로 번역하였으나(김형석, 앞의 책, 23면 참고), 이러한
경우 소유자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거주자”로 변경하였다. 한
편, 거주자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Zimmermann, a.a.O., S.305f에서는 Verfügungsgewalt로 서술하
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처분권한이 없는 임차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의견을 고
려하고, 투하물 소권에서는 해당 주거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책임의 근거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처분가능성” 대신에 “지배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7) D.9.3.1.9.
38) D.9.3.1.4.; D.44.7.5.5.:Is quoque, ex cuius cenaculo (vel proprio ipsius vel conducto vel in quo
gratis habitabat) deiectum effusumve aliquid est ita, ut alicui noceret, quasi ex maleficio teneri
videtur.
39) D.9.3.1.10.; D.9.3.2.
40) D.9.3.3.; D.9.3.4. 다만 다른 거주자들은 배상을 한 자에게 조합소권(societas) 또는 준소권에 의하
여 부담부분을 지급해야 하였다(D.9.3.4.).
41) D.9.3.5.pr.
42) D.9.3.1. 이 경우 실제 투하 또는 유출한 자에게 일정한 경우 구상의무가 생길 수 있다(D.9.3.5.4).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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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을 지는데,43) 가부의 선택에 의하여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가능했다(加害者委付, noxae deditio).44)
그런데 율리아누스는 투하물․낙하물에 있어서는 가자의 거주지로부터 무
엇인가 떨어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자가 부담한다고 보고,45) 울피
아누스도 가자가 임차한 고층방에서 투하나 유출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계
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가자를 대상으로 소제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6)47) 즉 가자가 별도의 주거를 가진 경우 그 거주지 별로 책임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인데, 책임의 핵심 지표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거주지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거주자인 노예의 경우에는 그 스스로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비상
심리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다.48)

3. 요건
1) 물건의 투하 또는 유출

투하물 소권이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의 첫 번째가 물건의 투하 또는
유출이다. 유출되는 것은 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러 투하 혹
은 유출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엇인가를 걸다가 떨어뜨린 것 혹은 이미 걸려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걸려있던 병 안에서 비록 아무도
43) D.9.3.6.2.; Adolf Berger, s.v. Noxa.
44) Kaser/Knütel/Lohsse, Römisches Privatrecht 22. Auflage(München: C.H.Beck, 2019). S.93; 성중
모, 앞의 글, 186, 187면. 이미 12표법상 가해자위부가 언급되어 있었는데(12표의 2조a, 12표법의
번역은 최병조, 뺷로마법연구 1-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참조, 유스티니
아누스 황제는 家子의 위부는 금지하였다고 한다. W. Smith(edited by),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9), s.v. Noxa. 노예의 불법행위
와 관련된 noxalis actio에 관하여는 Inst. 4.8. 참조.
45) Inst.4.5.2.
46) D.9.3.1.7. 계약책임도, 불법행위책임도 아닌 준불법행위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다.
47)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 가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가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의재판도 언급된
다는 점이다(Ins.4.5.2. “율리아누스는 아버지를 상대로는 소권이 성립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쟁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심판인이 가자인 경우에도 이것은 준수되
어야 한다”). 이는 자의재판과 투하물소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48) D.9.3.1.8.

116

法史學硏究 第61號

그 유출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돌풍 등으로) 무엇인가 흐르게 되는 경우에도
이 고시가 적용된다.49)
2) 장소적 요건

(1) “고층”으로부터

고층의 주거로부터의 투하 혹은 유출이 요구된다. 어느 정도가 고층인지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뒤에서 보듯이 손해발생이 일어나야 하므로 보행자
자신 혹은 그의 재산상 손해가 야기될 정도이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관념의 ‘고층’이 아니라 ‘위쪽’이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겠다.
건물이 아니라 배에 관하여는 투하물 소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준소권이 부
여될 수 있다.50)
(2) “통행이 잦거나 사람들이 서 있곤 하는 장소”로
Inst.4.5.1.과 D.9.3.1.pr.에 기재된 일반적인 요건이다. 단순히 위에서 아래

로 떨어진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할 일반적 가능성이 있어
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公路가 아닌
사유지로 덜어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51) 지역적인 제한도 없다. 도시와
촌락의 길 모두에 적용된다.52)
장소적 요건과 별도로 시간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베오는

49) D.9.3.1.3.
50) D.9.3.6.3.
51) D.9.3.1.2.: Parvi autem interesse debet, utrum publicus locus sit an vero privatus, dummodo
per eum volgo iter fiat (사람들이 통상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그 곳이 공공의 소유인지 개인의 소유
인지는 상관이 없다.)
52) D.9.3.6.pr Paul. 19 ad ed.: Hoc edictum non tantum ad civitates et vicos, sed et ad vias, per
quas volgo iter fit, pertinet. (이 고시는 도시나 촌락의 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상 다니는
[건물을 이어주는] 길에도 적용된다.) Corpus Iuris Civils, Text und Übersetzung Band II,
Gemeinschäftlich übersetzt und herausgegeben von O. Behrends, R. Knütel, B. Kupisch, H. Seiler
(Heidelberg: C. H.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5)에 후단 [ ]에 “건물을 이어주는”이라는 내용
이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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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물 소권이 주간에 투하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많은 장소에서 야간에도 통행이 일어나므로,53) 주간에 한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손해의 발생

학설휘찬과 법학제요의 문언상 그 손해의 발생을 요한다.54) 그 손해의 내
용에 따라 세 가지 태양으로 구별될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투하물 소권에 있어서는 손해의 발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준불법행
위 중 하나인 입치물․현수물 소권과 구별된다.55)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
과 물건에 대한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를 같이 하여 그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
할 수 있지만,56) 입치물․현수물 소권에 있어서는 실제로 손해의 발생이 요
구된다는 점이 텍스트상 나타나지 않는다.57)
4) 주관적 요건 - 과책이 필요한가?

(1) 과책(culpa)을 요구하는 논의

투하물 소권에 의한 책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책임의 성립
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culpa가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주관적 요소가 고전기
로마법에 더하여진 것은 (스토아 윤리학과 크리스트교적 도덕 철학의 영향을
받은)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법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58) 그 이
후에도 주관적 요건은 불법행위 책임의 공통적인 요소로 파악되어 근대 민법
의 편찬에 수용되었다.
53) D.9.3.1.6.1.
54) Kaser, RPR I, S.628에서는 단순히 ‘어떠한 물건이 투하 혹은 유출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술하여 손해발생의 요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55) Ankum, op.cit., p.11; Wallinga, Tammo, “Effusa vel Deicta in Rome and Glasgow”, Edinburgh
Law Review, vol.6, no.1,(2002), p.118(Hein Online); Zimmermann, a.a.O., S.305.
56) Zimmermann, a.a.O., S.312.
57) Inst.4.5.1.; D.9.3.5.6.
58) 김형석, 위의 책, 27면; Max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Zweite Abschnitt, 2. Aufl.
(München: C.H.Beck, 1975), S.348ff; Zimmermann, a.a.O., S.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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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유사의 책임(quasi-delict)으로 분류되는 투하물 소권의 경우에
도 culpa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존재해왔다. D.9.3.1.4.에서
“culpa enim penes eum est”(“과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어
culpa가 언급되는 개소도 있으나,59) 일반적으로는 그 언급을 찾기 어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분류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히 과책을
요하는 아퀼리우스법 등에 기초한 불법행위와 분명히 구별되는 면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는 투하물 소권과 함께 준불법행위로 분류된 다른 소권
은 어떠한지가 다루어져서 다른 준불법행위의 내용도 함께 문제되었다. Usus
mordernus(현대적 관용) 시기에 culpa를 그 공통된 요건으로 인정하는 근거

로 몇 가지가 논의되었다.
① 그 첫번째로 ‘culpa aliqua’를 근거로 하는 논의이다. 이는 Zasius에 의
하여 제시된 기준으로 17세기에 지배적이었다고 한다.60) 다만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aliqua-‘어떠한’ 자체가 구체적인 설
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에 대한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② 다음으로 ‘culpa imputativa’를 들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가
그 사람의 것으로 전가(귀속)되어 그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으로, 일
반적인 불법행위책임에서 요구되는 culpa와 구별하여 culpa imputativa 혹은
culpa imputata로 불렸다.61) 스스로의 과실이 없더라도 타인의 행위에 대하

여 책임을 지는 일종의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으로 보는 접근이라 볼
수 있다.

59) Zimmermann, a.a.O., S.311에서는 이 내용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의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G. Longo 등 수정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Wallinga는 해당 부분이 진정하다면,
이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귀책사유로서의 culpa가 아니고 복멸할 수 없는 culpa의 간주로 보
고, 투하물 소권을 엄격책임, 적어도 대위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이라고 본다(Wallinga, op.cit.,
p.19).
60) Reiner Hochstein, Obligationes quasi ex delicto (Köln: Heymanns, 1971), S.73, 74.
61) Reiner Hochstein, a.a.O., S.74-78; Zimmermann, a.a.O., S.314. 이러한 책임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의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같은 방식(타인의 고의, 과실을 본인의 것으로 보는 것) 혹은 사용자
책임과 같은 방식(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으로의 구별은 아직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Hochstein, a.a.O., S.75).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투하물 소권이 언급되기도 하
는 것이 그 궤를 같이 한다(최병조, 뺷로마법강의뺸,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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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준불법행위 전체에 대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에 거쳐야 할 어려운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자의재판에의 적용이다. 자의재
판은 심판인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의 행위(과오)에 대하여 심판인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되는데,62) 그것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거나 타인의 행위
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의재판을 다른 유형의 준불
법행위와 구별해서 보면 해당 기준이 적용되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나,
culpa imputativa를 기준으로 제시한 Struve나 Stryk는 이 유형 역시 준불법

행위의 하나로 생각하였다.63) 따라서 심판인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
떻게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는데, Struve는 로
마의 심판인에게 배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미숙함(imperitia)에 대하여
심판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배석의 충고에 있어서의 오
류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다는 일반적인 이해에
배치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고,64) 결국 자의재판에 대한 적용은 이러한 접
근의 일반화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하였다.65)
비교적 최근에도 Buckland는 투하물 소권과 관련해서 culpa는 증명될 필
요가 없고, 추정된다(presumed)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유사한 맥락이
라고 보인다.66) 이는 주관적인 과책과 연결시키되, 원고의 증명의 어려움을
피고측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는 준불법행위는
일종의 대위책임으로 보고 있다.67) Samuel Stryk도 유사하게 접근하여
culpa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구성하는 것

으로 보인다.68)
62)
63)
64)
65)

注 15)의 내용 참조.
Reiner Hochstein, a.a.O., S.76.
Reiner Hochstein, a.a.O., S.76.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의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에 있어서만 그 구조를 적용하는 견해도 존
재한다. 그러한 견해의 소개는 Reiner Hochstein, a.a.O., S.77.

66) W. W. Buckland, A Textbook of Roman Law [3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p.598. Buckland는 interpolatio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준불법행위에 접근한다.
67) Buckland, op.cit. p.599. 심판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는 것으로 여
겨졌다고 본다.
68) Zimmermann, a.a.O., S.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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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더 나아가 이성법적인 주관주의의 영향하에 전가된 과실을 넘어 거주
자에게 고유의 진정한 culpa(‘culpa propria’)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나
타났는데, 이러한 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으로 Heineccius, Berger가
꼽힌다.69) Berger는 자의재판책임을 그 외의 경우와 구별하여 다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책임이 있고, 자의재판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자기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 Heineccius는 투하물 소권과 관련하여 노예나 가자의 행위
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본다.70)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dolus에 기초한 것으로 보
고, 그와 구별하여 준불법행위의 경우 culpa에 기초한 것으로 구성하여, ‘불
법행위 對 준불법행위’를 ‘고의책임 對 과실책임’으로 정리하는 데에 이른다.
이와 같은 견해 역시 일정한 한계에 봉착한다. 첫 번째로 이 견해에서는
과실 개념을 준불법행위의 요건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일반적인 불법행
위 책임, 즉 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을 묻는 아퀼리우스법 소권과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불법행위, 준불법행위를 고의, 과실책임
으로 구별하여 규정한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 구별은
실무상 의미가 없었다. 독일 민법에서 그와 같은 구분론은 채택하지 않은 것
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71) 나아가 이러한 견해를 관철하면 준불법행
위를 위험책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잃게 된다.
(2) 과책(culpa)을 요구하지 않는 견해-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접근

현재로서는 투하물 소권에 기한 책임을 엄격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그 고전기의 원래적인 모습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이라
고 생각된다.72) 과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기한 것으로서 자기
69)
70)
71)
72)

Reiner Hochstein, a.a.O., S.78 ff.
Reiner Hochstein, a.a.O., S.79.
Zimmermann, a.a.O., S.314-315.
Ankum, op.cit., p.9; Wallinga, op.cit., p.119; Zimmermann, a.a.O., S.305, 306 등. Watson은

입치물․현수물 소권과 투하물 소권을 구별하면서 입치물 소권의 경우에는 과책을 요구하는 것으
로 보인다. A. Watson, “Liability in the “actio de positis ac suspensis”, Mélanges Meylan I,
Lausanne, 1963, p.379(이 내용은 Wallinga, op.cit., p.118; Eric Descheemaeker, op.cit., p.10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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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한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의 예외로 보고 접근하는 견해73)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현대법의 위험책임과 관련시켜보는 것도 그와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투하물 소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요건만이 문제된다
고 할 수 있다. 주거의 거주자는 그의 주거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
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원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책
임을 지는 것이다.74)
참고로 20세기에 이르러 준불법행위 전체를 과책이 요구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 구성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75) 이러한 입장에서도 여전히
자의재판이 문제된다. 소송을 주재하는 심판인이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견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의재판 즉, ‘litem suam facere’(재판
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어떠한 사례
군을 포함하는지도 불명확하다.76) 이러한 한계 때문에 4가지의 준불법행위
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77) 자의재판을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세 가지 준불법행위가 무과실책임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 보다 손쉽게 된다.
그에 대하여 Eric Descheemaeker은 최근 자의재판을 포함하여 모두 무과
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78) 자의재판으로 설명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확정액 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금액
이 그보다 다액이거나 소액인 경우, 최고액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33)에서 재인용).
73) David Johnston, “Limiting Liability: Roman Law and the Civil Law Traditio”, 70 Chi.-Kent
L. Rev.(1995), p.1524.
74) Zimmermann, a.a.O., S.305.
75) Eric Descheemaeker, op.cit., p.5.
76) 그 의미에 관하여 판사가 새로운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견해, 기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판사에
게 집행권원(manus injectio judicati)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 다만 그 근거가 되는 문헌은
명백하지 않은 것 같다(Eric Descheemaeker, op.cit., p.11). 관련 개소는 注 15) 참고.
77) 예컨대, Donellus는 준불법행위에서 자의재판을 제외하고 싶어했다고 한다(Eric Descheemaeker,
op.cit., p.5. 注18)). 단순히 네 가지 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성하였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해 보인다. (Eric Descheemaeker, op.cit., p.5에서 Robinson 등의 견해를 소개한다.)
78) Eric Descheemaeker, op.cit.,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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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금액의 지급을 판결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G.4.52.),79) 판사가 기망
적으로 법에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하여 (그가 명백하게 우호, 적대, 나아가
비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가 기망적으로 그 행위를 행하였다고 여겨진
다), 그 결과 그가 계쟁대상의 적정한 평가액을 지급하게 된 경우(D.5.1.
15.1.) 등이 있는데, Descheemaeker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몇 가지 문헌을

바탕으로 심판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였다. 본고는 투하물 소권을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의
재판을 중심으로 한 Descheemaeker의 흥미로운 논증은 그 내용을 간단히만
소개한다.80)
먼저 안티누폴리스의 파피루스(Antinoopolis Papri)의 개소를 든다. 해당
개소에서는 “…iudicem, q[ui]a neq[ue] diffidit neq[ue] s[ententiam] dixit,
litem suam fe[cisse videri..]”81)(심판인은 휴정하지도 판결을 선고하지도 않

았기 때문에 재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문구가 있는
데, 재판을 휴정(adjournment)하지 않은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82)으로 새긴
다. 또한 마크로비우스(Marcrobius)의 사투르날리아(Saturnalia)에서 나타나
는 “…Inde ad comitium vadunt, ne litem suam faciant. Dum eunt, nulla
est in angiporto amphora quam non inpleant, quippe qui vesicam plenam
vini habeant.”83)(…그리고 나서 재판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會場

으로 향한다. 그들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가득차지
않은 변기가 없었다)를 주목한다. 한편 lex Irinitana의 “et si neque dies
diffi<s>sus neque iudicatum fuerit, uti lis iudici arbitoue damni sit”(그리고

기일이 휴정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은 심판인이나 중
재인의 손해이다)라는 내용을 덧붙인다. 또한 스페인에서 1979년 발견된
79) 각주 15)의 번역 참조.
80) 이하의 내용은, Eric Descheemaeker, op.cit., p.13ff.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81) C. H. Roberts, The Antinoopolis Papyri, Part I.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1950),
vol.1, p.47ff (Eric Descheemaeker, op.cit., p.13에서 재인용).
82) Eric Descheemaeker, op.cit., p.13.
83) A. Macrobius, Saturnalis, 3.16.15 [최종방문 2020. 5. 11.]
(http://penelope.uchicago.edu/Thayer/L/Roman/Texts/Macrobius/Saturnalia/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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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ula Contrebiensis의 내용도 의미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심판인의 판결

에는 논증 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법정관에 의하여 주어진 형식에 따른 결론
만이 명시되는바, 그 형식에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intra vires 혹은 ultra
vires)만 나타나게 되어 후자의 경우에만 심판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합하여 보면, 자의재판도 무과실책임의 하나로 보는 것이 자연스
럽다는 것이 Descheemaeker의 설명이다. 파피루스와 lex Irinitana에 나타나
듯이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휴정하거나 판결을 하는 절차적인 완결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된다. 로마의 재판은 하루의 이벤트라는 점에 비추어84) 그
하루에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날 이어서 하기 위하여는 그 날을 나누어
야(diem diffindere) 하는데(휴정), 판결도 하지 않으면서 휴정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사투르날리아에서 나타나는 (과음을 한 상태에서도)
在廷을 위해 서두르는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결국 판사가 (1) 나타

나서 (2) 최종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즉, 그와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자의재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85) 무과실책임이라는 입장에서는 재
정하거나 판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고 본다.
심판인은 법문제에 정통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로마의 심판인은 그 역할
을 맡을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년 만들어지는 명단에서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하여 선택되었다.86) 따라서 엄격한 법적 논증과정을 살피지 않고, 주어
진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가 해야
할 그 최소한의 직무를 하지 않으면 그는 자의재판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즉, tabula Contrebiensis에서 나타나듯이 그 선
택지로 주어진 결론이 형식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Descheemaeker는 기망적으로 법에 위반한 경우(위 G.4.52.)나 방식서의 한

계를 일탈한 경우(위 D.5.1.15.1.)의 경우를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한다.87) 또
한 그는 과실이나 고의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엄격책임이 포섭하
84)
85)
86)
87)

Eric Descheemaeker, op.cit., p14.
Eric Descheemaeker, op.cit., p.14-15.
성중모, 위의 글, 189면; 현승종․조규창, 위의 책, 234, 235면.
Eric Descheemaeker, op.cit., 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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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8)89) 결국 그는 자의재판
역시 영미법상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가까운 무과실책임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성격을 준불법행위로 분류된 네 가지 소권이 모
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90)
(3) 검토
(가) 이상에서 살펴본 개소들과 학설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투하물 소

권이 가졌던 고전기의 원형적인 모습에서는 그 행위자 혹은 거주자의 과책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책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위험에 대한 책
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의미하거나, 후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투하물 소권은 위험책임이나 엄격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
으로 보거나, 최소한 (후대에 사용자책임 등 보조자책임으로 연결되는 면에
서) 대위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등장한 수많은 견해들을 볼 때91) 자의재판을 고려하여 투하물 소
권을 포함한 준불법행위 소권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
88) Eric Descheemaeker, op.cit., p.17. 예컨대, D.44.7.1.pr.(그에 관한 지적은 Ankum, op.cit., p.11에
서도 나타난다)과 관련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가 있다.
89) D.9.3.6.2.: Habitator suam suorumque culpam praestare debet. (거주자는 그와 그의 사람의 과책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Kaser, RPR I, S.628.
90) 이러한 접근은 최병조, 비교법문화론, 110면에서, 기존의 자의재판에 관한 논의가 심급제도의 도입
과 같은 소송제도의 변화, 시대에 따른 절차법적 변화를 간과하였다는 지적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91) 뒤에 투하물 소권이 법전편찬과 현행 법체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다루는 이외에 로마 이후의
주석학파로부터의 불법행위 및 준불법행위와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에
관하여 개략은 Eric Descheemaeker, op.cit., p.4; Zimmermann, The Law of Obligations
(München: C.H.Beck, 1993), p.1128-1129(앞에 인용된 논문의 경우 a.a.O로 인용하되, 이 문헌
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앞의 논문과 구별하기 위하여 전체 문헌명을 기재한다). 특히 Peter Stein,
op.cit., p.359 ff에 그 학설사적 검토가 자세하다. 그에 따르면 Azo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를 강조하였고, Cuja는 본격적으로 culpa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Cuja는 culpa로 인한 행위가 아퀼
리우스법 소권(actio Aquilia)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퀼리우스법 소권이 인정되기 위
하여는 단순히 culpa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필요한데(그 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신체나 그로 인한
것으로- suo corpore, vel per causam sui corporis- 행하여져야 한다), 그와 같이 아퀼리우스법
소권으로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관법의 사실소권 actio in factum으로 구제된다고 보고 그
예시가 바로 법학제요에 열거된 네 가지 경우라고 하였다. Grotius는 원래적 불법행위와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불법행위를 구별하였는데, 대체로 불법행위와 준불법행위의 구별과 상응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뒤에서 보듯이 일부 근대의 민법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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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일단 투하물 소권,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치물․현수물
소권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보다 그 손해를 야기한, 혹은 야기할 수 있는 위
험원이 더 부각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투하물 소권의 성격의 문제는 행여 거주자가 면책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구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면책가능성이 언급되
거나 실제 면책되었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는 학설휘찬 내에서 찾기 어렵다.
결국 투하물 소권에 의한 거주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대위책임보다는 위
험책임에 가깝다고 본다. 행위가 잘 부각되지 않고 주거의 위험성에 대하여
거주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한 무과실책임
을 부담하는 효과”92)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나) 한편 사견으로 준불법행위로 분류된 소권들은 느슨하게는 공통된 요

소를 찾아낼 수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독자성이 상당하여 엄격하게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묶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 소극적 요소, 즉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으로 가지나 이를 두고 적극적으로 하나로 분류
하여야 하는 공통적인 요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준불법행위
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두기에는 그러한 소극적 요소로 충분할 수도 있다.
입치물․현수물 소권은 투하물 소권과 매우 가깝다. 입치물․현수물 소권
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처마나 기둥 끝에 두는 것이 금지되었는데,93) 소유자
이든 임차인이든, 거주하든 아니든, 위험한 물건을 건물의 처마 등 떨어지기
쉬운 장소에 두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진다.94) 노예가 주인 모르게 둔 경우
92) 김형석, 앞의 책, 24면.
93) Inst.4.5.1-2; D.9.3.5.6 Ulp. 23 ad ed.; Praetor ait: “ne quis in suggrunda protectove supra eum
locum, qua quo volgo iter fiet inve quo consistetur, id positum habeat, cuius casus nocere cui
possit. qui adversus ea fecerit, in eum solidorum decem in factum iudicium dabo. si servus
insciente domino fecisse dicetur, aut noxae dedi iubebo.” (“법정관 曰 ,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할 물건을 누구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상 지나다니는 그 장소 위 처마나 지붕 끝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반하여 행위한 자에 대하여 10 솔리두스의 사실소권을 부여한다. 노예가
주인이 모르게 행위하였다면 가해자위부를 선택적으로 명한다.”). Gaius 일용법서(Res Cottidianae)
에서는 “대체로”(plerumque) 다른 사람의 과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쓰고 있다(D.44.7.5.5.;
“quia plerumque ob alterius culpam tenetur ut servi aut lib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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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위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95) 주인이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한
경우에는 위부를 선택할 수 없다.96)97) 위험 상황, 그리고 공익을 위한 징벌
적 성격을 살펴봤을 때 두 개의 소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고.98) 실제
투하물 소권의 일부로 설명된다.99) 이 소권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의’ 현
수와 적치라는 것으로 충분하고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는 차이가 있는데,100) 투하 혹은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벌금소권으로서
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행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요구
되지도 않는다.101)
자의재판에 관하여는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 있다. Eric Descheemaeker
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책임 주체나 책임 발생 방식이 투하물 소권이나 입치
94)
95)
96)
97)

D.9.3.5.8 Ulp. 23 ad ed.
D.9.3.5.6 Ulp. 23 ad ed.
D.9.3.5.9 Ulp. 23 ad ed.
A. Watson, op.cit., p.379(Wallinga, op.cit., p.118, Eric Descheemaeker, op.cit., p.10 33)에서 재
인용)은 현수물, 적치물에 관하여 D.9.3.5.10.을 바탕으로 habitator가 아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는 쪽인데(注 72), habitator의 악의를 일반적인 요건으로 보는 것은 다소 비약으로 보인
다(Eric Descheemaeker, op.cit., p.11).
98) Buckland, op.cit., p.599; Martin Pennitz, a.a.O., S.278.
99) D.9.3.5.7. Ulp. 23 ad ed.; Hoc edictum superioris porio est: consquens etenim fuit praetorem
in hunc casum prospicere, ut, si quid in his partibus aedium periculose positum esset, non
noceret. (“이 소권은 앞선 것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법정관은 이어서 무엇인가가 어떤 이의 건물
일부에 위험하게 놓여져서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러한 경우를 살폈기 때문이다.)
100) D.9.3.5.11. Ulp. 23 ad ed.; Eric Descheemaeker, op.cit., p.9; Kaser, RPR I, S.628;
Zimmermann, a.a.O., S.312.
101) 만약 이와 같이 걸어둔 물건이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D.9.3.5.12.에서는 그와 같은 사안
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Corpus Iuris Civils, Text und Übersetzung
Band II, Gemeinschäftlich übersetzt und herausgegeben von O. Behrends, R. Knütel, B.
Kupisch, H. Seiler; S. P. Scott, Corpus Iuris Civilis-The Civil Law (Cincinaati: AMS, 1932);
Alan Watson, The Digest of Justinian Volume 1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독역본에서는 원문에 수정을 가하여, 고시에 따른 소권이 그 거주자를 상대로 부여
되고, 물건을 놓아둔 자를 상대로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본다(그를 상대로는 준소권만이 부여된
다). Scott과 Watson은 원문 그대로 물건을 놓아둔 사람을 상대로 소권이 부여된다고 번역하는
쪽이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quia positum habuisse non
utique videtur qui posuit, nisi vel dominus fuit aedium vel inhabitator.”(소유자나 거주자가 아닌
한, (과거에) 놓아둔 사람은, 그것은 놓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구절이 존재하는 이
상, 일견 전자와 같이 접근하여, 그 거주자를 상대로 한 투하물 소권, 그 立置者를 상대로 한 입치
물․현수물 소권의 준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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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소권과는 차이가 있다.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공간적인 제한없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로마법상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보관책임으로서 custodia 책임이 인정되었는
데,102) 선박업자(nauta), 여관업자(caupo), 마구간업자(stabularius)도 그와
같은 책임을 지는 자에 속하였다.103) 이러한 계약책임과 더불어 선박업자,
여관업자, 마구간업자에 대한 준불법행위 소권은 문언상 그 피용자의 개입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해당 공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점에 비추어 공간적인 제약은 있지만, 이는 일종의 사
용자책임(보조자책임)으로서 직접적인 인적 관련성이 강조되어 (투하물 책임
과 비교하면) 같은 무과실책임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위험책임보다
대위책임에 가까워 보인다.104) 이들 소권은 계약책임에 관한 법리가 불법행
위책임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105)

4. 효과
1) 손해배상

이미 12표법에서부터 상세한 규정이 마련된 로마 불법행위법에서는 동해
보복(talio)적인 요소도 남아 있었지만, 배상방법으로 倍額式, 定額式 등이 이
용되었다.106) 로마법상 민형사의 구별이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이 아니다. 12
표법에서 나타났던 동해보복적 요소가 점차 줄어든 후에도,107) 불법행위법
은 제재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있어서 最
102) Kaser/Knütel/Lohsse, a.a.O., S.223.
103) Kaser/Knütel/Lohsse, a.a.O., S.223.
104) Inst.4.5.3.; Eric Descheemaeker, op.cit., p.9. 물론 로마법상 보다 대위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actiones institoria(지배인소권), actiones exercitoria
(선박소권) 등을 들 수 있다(위 注) 16 참고). 그 대위책임과 관련한 그 발전사에 관하여는 David
Johnston, op.cit., p.1517 ff.
105) David Johnston, op.cit., p.1528.
106) 최병조, 로마법강의, 492, 493면.
107) Ankum, op.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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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價 배상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던 것으로

추측된다.108)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있어서 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대
에 따른 변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09)
투하물 소권은 잠재적 가해가 가능한 거주자의 행위를 제재하려는 징벌적
소권(벌금소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책임 범위도 법정되어 있었다.110)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하였고, 자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50금을 지급하여야 하였다.111) 이와 같이 일정금을 지급하
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형사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112) 상해
만 입은 경우에는 심판인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 소권이 부여된다.
이 경우에는 의사에게 지급한 치료비, 일실 수입도 계산되어야 한다.113) 다
만, 상처나 미관상의 사정은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다.114)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인의 신체에 있어서는 가치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금
전배상이나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11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 있는 자의 상속인에게 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데, 이는 로마법상의 징벌적 소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하겠다.116)

108) 이진기, 앞의 글, 98-99면. 아퀼리우스법 소권은 전보적 성격 외에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권(일종의 혼합소권actiones mixtae)으로 평가된다. 징벌적 소권으로서의 요소에 관하여는, 이
진기, 앞의 글, 99면 참조. 한편, 아퀼리우스법 소권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절차에서 행위에 관하여
다투었다가 패소에 이르게 되면 쟁점결정에서 2배액의 배상이 판결될 수 있다(D.9.2.23.10.).
109) 이진기, 앞의 글, 98면. 노예의 가치가 유지되더라도 치료비 등의 청구도 가능해지게 된다
(D.9.2.27.17.). 이러한 로마 불법행위법의 변화를 요약하면, “피해자의 무한보복에서 동해보복으
로, 속죄금지급의 임의화해에서 강제화해로, 다시 법정벌금지급제도에서 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
로 발달하였”다는 것이다(현승종․조규창, 앞의 책, 818, 819면).
110) Kaser, RPR I, S.628, 629; Zimmermann, a.a.O., S.307f.
111) Ins.4.5.1.; D.9.3.1.5.
112) Kaser, RPR I, S.628, 629.
113) Inst.4.5.pr., 4.5.1.; D.9.3.7.
114) D.9.3.7. 다만 여성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한다(Zimmermann,
a.a.O., S.301).
115) Zimmermann, a.a.O., S.310. 이를 거스르는 경우 “indocti rabulare forenses”라는 험담을 들었다
고 한다.
116) Kaser, RPR I, S.628, 629.; Zimmermann, a.a.O., S.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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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위부

D.9.3.1.pr.에 따르면 노예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 거주자에 의한 가해자위

부가 인정되었다.117)
Lenel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거주자)가 주장

하는 항변으로서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한다.118) 비록 권리발생을 저지하는
항변은 아니므로 면책될 수는 없지만, 그 사정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위부의
가능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노예에 의한 것임을 주장, 증명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가해자 위부에 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인에게, 노예가 불법
행위(delict)를 범했을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아이디어
에 기초하였다고 한다.
Martin Pennitz는 일반적인 가해자위부의 경우는 위부되는 노예 등이 가

해자이고 주인(dominus)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상황인데, 위 경우는
해당 dominus가 준불법행위자로 지목되는 상황이므로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개소의 수정 가능성을 지지하는 견해를 소개한
다.119) 그에 대하여 Lenel은 특별규정으로서의 해당 개소의 진정성을 인정하
면서 위와 같이 항변으로 구성한다.120) 그런데 가부가 노예의 불법행위에 대
하여 스스로 배상을 하는 것과 가부가 노예의 행위로 준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가부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익 상황이 유사한 것이다. 불법행위나 준불법행
위의 성립과 책임이라는 형식논리로만 접근하면 일반적인 위부와 다를 수 있
으나 그 실질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노예의 행위에 관하여 가부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노예가 스스로

117) D.9.3.1.pr. (“노예가 주인 모르게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나는 방식서에 “또는 위부할 수 있
다”라고 덧붙인다.”)
118) O. Lenel, a.a.O., S.174. Ankum, op.cit., p.12, 13에 Lenel과 다른 주장이 소개되고 있는데(O.
Karlowa, Teresa Gimenez), Lenel과 같은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119) Martin Pennitz, a.a.O., S.280.
120) O. Lenel, a.a.O.,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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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경우는 위부가 허용되는 사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한 접근
으로 보인다. 가자가 거주자인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점,121) 거주자인
노예에 관하여 별도의 논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122) 거주자인 노예의 책임
은 dominus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접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quia non est ex negotio gesto”).123)
고전기에는 가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스
티니아누스 황제 하에서 가자의 위부는 사라졌으므로,124) 그 내용 역시 사라
졌을 것으로 보인다.125)
3) 구상문제와 이중청구 가능성-D.9.3.5.4.

(1) 행위자가 밝혀진 경우
D. 9.3.5.4 Ulp. 23 ad ed.
Cum autem legis Aquiliae actione propter
hoc quis condemnatus est, merito ei, qui ob
hoc [condemnatus est]126), quod hospes vel
quis alius de cenaculo deiecit, in factum
dandam esse
Labeo
dicit
adversus
deiectorem, quod verum est. plane si
locaverat deiectori, etiam ex locato habebit
actionem.

D. 9.3.5.4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23

어떤 자(a)가 그로 인하여 아퀼리우스법 소권
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라베오는 손님 등 다른
사람이 고층에서 물건을 투하하여 책임을 지는
자(b)에게는 합당하게 그 투하한 사람을 상대
로 사실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옳다. 그가 투하한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
인소권도 가진다는 것이 분명하다.

121) Inst.4.5.2.; D,9.3.1.7.; D.44.7.5.5.
122) D.9.3.1.8.; 위 ‘피고’ 부분 참조.
123) Martin Pennitz은 아울러 이미 고전기에 법정관의 가해자위부 활용에 유연성이 있었다는 전거를
통해 수정 가능성을 부인하는 견해(Floriana Cursi, Riccardo Fercia) 등 수정 가능성을 부인하는
견해들을 소개하는데, 종국적으로는 그 견해들 중에 대위책임의 성격이 명시된 선박업자소권 등
과 달리 스스로 거주자인 노예와 거주자인 가부에 공하는 노예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Serrao의 견
해와 유사한 취지의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된다(Martin Pennitz, a.a.O., S.282 ff, 293-295).
124) 앞의 각주 44) 참조. Inst.4.8.1.에서는 그 범위를 노예(servus)에 한정한다(Noxa autem est corpus
quod nocuit, id est servus: noxia ipsum maleficium, veluti furtum damnum rapina iniuria).
125) Ankum, op.cit., p.12.
126) Ankum, op.cit., p.14은 오랫동안 로마법학자들이 문장이 불완전하므로 “condemnatus est”가 이 곳
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J.B.M. van Hoek, “D.9,3,5,4: Übersetzungsfragen
im Bereich der actio de deiectis vel effusis als Popularklage”,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117 (2000), S.454에서도 해당 문장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명백히 “condemnatus est”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는 통상의 잘못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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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개소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에서 몇 사람의 책임이 문제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자(a)와 다른 사
람의 투하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자, 즉 투하물 소권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
(b)가 같은 인물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두 인물이 동일인인 것을 전제로 한 번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127) 두 인물은 별개의 인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128) ‘타인’의 투하행위
로 투하물 소권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가 다시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가 행위책임이 있다는 것인데,129) 동시에 타인의 행위
에 대하여 투하물소권에 기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다. (애초에 행위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낙하물과 관련해서 아퀼리우스법 소
권이 문제될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점차 아퀼리우스법 소권이 광범
위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퀼리우스법 소권이 문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130) 따라서 다른 사람의 투하물로 인하여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의
한 책임을 진다는 구성은 아퀼리우스법 소권의 요건 그리고 투하물․낙하물
소권의 요건 모두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131)
사실소권(actio in factum)이 부여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편, Ankum, op.cit, p.14과 van Hoek, a.a.O., S.455-456, 458
에 따르면, Mommsen은 첫 번째 등장하는 condemnatus est로 “tenetur”를 수정하였고, Lenel은
“damnas est”로 수정하여 이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본문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아퀼
리우스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a)와 투하물 소권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b)를 동일인으로 이해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127) Ankum, op.cit., p.15와 J.B.M. van Hoek, a.a.O., S.455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문헌들이 소개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Corpus Iuris Civils, Text und Übersetzung Band II, Gemeinschäftlich

128)

129)

130)
131)

übersetzt und herausgegeben von O. Behrends, R. Knütel, B. Kupisch, H. Seiler(Heidelberg:
C. H.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5).
Ankum도 그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Ankum, op.cit., p.15), J.B.M. van Hoek, a.a.O., S.459에
W. Frier 등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련 문헌이 소개되어 있다. 이 문헌에서는 위
개소에 대한 여러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
Copore copri. (注 27)의 내용 참조).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준아퀼리우스법소권으로 이해
하더라도 행위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J.B.M. van Hoek도 그 문제를 해결
하여야 위 개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J.B.M. van Hoek, a.a.O., S.456).
注 27)의 내용. Ankum, op.cit., p.15.
Ankum, op.cit.,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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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 자가 실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구상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의 사실소권이 준아퀼리우스법소권이라고 새기는 견해도 있
는 것으로 보이나,132) 그와 같이 볼만한 합당한 근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위
개소의 사안이 매우 희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사실소권이 부여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해당 개소에서 책임이 문제된 사람은 실제 행위를 하여 (아퀼리우스
법 소권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자, 타인의 투하행위로 인하여 (투하물․낙
하물 소권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자 두 사람이고, 그 두 사람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먼저 책임이 인정된 거주자가, 후
에 아퀼리우스법 소권으로 책임이 인정된 행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묻는 사실소권을 가지는 관계라는 것이다.133)
(나) 일반적으로 보면 고층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은 스스로 거주

자가 되어 투하물 소권에 의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데 위 개소에 따르면
투하물 소권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자의 실제행위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임대
차 관계에서도 유지된다. 이는 임대인이 투하물 소권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임
차인이 실제 투하 혹은 유출행위에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여, 일견 임차인
이 거주자로 책임을 지는 것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에 관하여 Ankum은 D.9.3.5.1.134)의 사안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
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고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주요 부분은 자
신이 사용하면서 일부를 다시 전대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투하
물 소권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임차인 자신이며 전차인은 그에 따른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135) 그 결과 위 개소에서 설명되듯이 임차인이 전차인
132) Ankum, op.cit., p.17.
133) Ankum, op.cit., p.16-17. 한편, J.B.M. van Hoek은 이 개소에 대하여 재미있는 가정을 하여 논
의를 이어가는데(S.464-472), 그에 의하면 이 개소는 actio popularis의 성격이 반영된 사안으로
서, 투하물에 의하여 자유인의 신체 침해가 발생하자 해당 자유인은 가해자에게 actio Aquilia로
소제기를 하고, 제3자가 거주자에게 투하물 소권으로 책임을 묻게 되어, 거주자가 가해자에게 구
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에 대하여 Ankum, op.cit., p.16면에서는 시대 배경상 위 개소
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재산적 피해에 관한 것이고, 자유인의 인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34) D.9.3.5.1 Ulp. 23 ad ed.
135) Ankum, op.cit., p.17에 의하면, 임대인이 중간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면 해당 임차인이 다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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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임차인(전대인)이 임대목적물 전
부를 전차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
로 사실소권에 의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소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거주자
인 임차인이 고층방의 부적절한 이용을 하여 임대인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136) 誠意訴權(actiones bonae fidei)으
로서 임대인소권이 선호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37)
(다) 일응 두 소권 모두 인용되는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는 최대
3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138) 행위자로부터 아퀼리우스법 소권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 받고, 또 투하물 소권에 의하여 거주자로부터 2배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때문이다. 또 위 개소에 따르면 그러한 2배액의 손해배상은
다시 투하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경우 결국 행위자는 3배의
손해배상을 하는 셈이 된다.139) 위 개소에서는 두 소권이 모두 인용되는 상
황에서 이와 같이 중첩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소권이 경합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로마법상 낯선 것은 아니다.140) 문제되는 두 소권의 존재 이유가 서로
다른 이상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여러 거주자 중의 한 명이 배상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거주자 중 한 명에게 소가 제기되어 금액이
수령된 경우, 해당 소송에서 다른 사람들은 면책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구

136)
137)
138)
139)
140)

명의 전차인에게 쪼개어 전대하는 방식이 흔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Kaser/Knütel/Lohsse, a.a.O., S.272, 273.
Ankum, op.cit., p.18.
同旨: Wallinga, op.cit. p.119.
Ankum, op.cit., p.17.
예컨대, 징벌소권인 절도소권(actio furti)과 절도원인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furtiva)의 경우
중첩적으로 행사 가능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 가해자는 3배액(비현행도)
또는 5배액(현행도)의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상훈, “절도원인 이득반환청구소권
(condictio furtiva)에 관한 소고- 학설휘찬 제13권 제1장을 중심으로”, 뺷법사학연구뺸 제57호
(2018), 284-286면; 성중모, 앞의 글, 184,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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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무가 존재한다.141)

Ⅲ. 후대에의 영향
1. Ius Commune와 프랑스 민법 등의 입법
(1) 로마 이후에 투하물 소권은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142) 17세기

에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준불법행위들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 활용된 것
으로 보인다.143) 투하물 소권과 관련해서는 그 책임 범위가 주로 논의되었
다.144)
(2) 이후의 각국의 사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로만-더치로(RomanDutch law)에서는 투하물 소권에 관한 언급이 있다. Grotius나 Voet,
Groenewegen의 글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145)

로마법의 세례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146)
Bankton, Lord Kames, Hume 등의 문헌에서 나타난 준불법행위에 관한 내

용을 언급하면서 (비록 판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스코틀랜드법의 일부로
투하물․유출물 책임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147) 다만 현대의 스
코틀랜드법 실무에서는 불법행위와 준불법행위의 구별론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148) 18세기에 관련 사건이 문헌에서 자주 등장했던 스코틀
141) D.9.3.1.10; D.9.3.2-4.
142) 불법행위 책임과 구별되는 준불법행위와 관련한 학설사적인 검토로는 Peter Stein, op.cit., p.363 ff.
143) 1756년의 Codex Maximilianeus bavaricus civilis에서는 dolus와 culpa 구별론을 바탕으로 준불법
행위를 culpa 책임으로 입법화했고, 1753년의 Codex Theresianus에서는 culpa imputativa를 기초
로 입법화되었다(Hochstein, a.a.O., S.129-131).
144) Hochstein, a.a.O., S.83.
145) Peter Stein, op.cit., p.359; Wallinga, op.cit., pp.119-120.
146) Peter Stein, op.cit., p.356; Wallinga, op.cit., p.120.
147) 그 책임 범위로 2배액이 아니라 손해 범위로 한정하는 논의, 혹은 사용자책임(대위책임)의 설명과
관련한 언급이 나타났다(Wallinga, op.cit., p.120). 보다 구체적으로는, Peter Stein, op.cit., p.36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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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서도 유책주의 원칙의 영향하에 점차 그에 관한 사례는 몇몇의 경
우149)를 제외하고 드물게 된 것이다.150) 이들은 잉글랜드법에서는 일반 불
법행위와 구별없이 civil wrongs로 다루어진다.151)
(3) 오스트리아의 민법에는 투하물 소권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ABGB

제1318조),152) 여기서는 로마법의 고시와 마찬가지로 창문 밖으로 떨어진
물건이나 흘러내린 액체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정관의 고시
내용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153) 오늘날의 통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거
주자의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전형적인 증명곤란과 정규적으로 존재하는 구
상가능성을 근거로 한다.154) 실제 그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가 실무상 논의
되지는 않고 강학상 언급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지만, 식기세척기나
수도관에서 물이 넘치는 등의 사안에서 유추적용되어 적용된다고 한다.155)
148) Peter Stein, op.cit., p.362. 이와 같은 지적은 프랑스법과 이탈리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고 한다(p.362-363).
149) 이따금 로마법에 기초한 주장이 실제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Peter Stein은 Gray v.
Dunlop and Anor. 70 S.L.R. (Sh.Ct.Reps)에서 제기된 주장과 관련해서 이 법리가 스코틀랜드법
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Peter Stein, op.cit., p.356 ff.), Wallinga는 McDyer
v. The Celtic Football and Athletic Co Ltd (2000SC379) 사건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고 있다(Wallinga, op.cit., p.121. ff). 위쪽 창문에서 부어버린 소변에 맞은 소년의
아버지가 Gray 사건에서 엄격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장의 설비 일부가 관중에게 떨어져 손해를 입힌 McDyer 사건에서는 투하물 소권이
스코틀랜드법에 수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원에서는 투하물 소권이 스코틀랜드법의 일
부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스코틀랜드법상은 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해당 법리는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에서의 적용을 배척하
였다. Wallinga는 그와 같은 이해가 로마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결론
이야 어떻든 로마법의 법리가 21세기의 사건에서도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150) Zimmermann, a.a.O., S.319.
151) Eric Descheemaeker, op.cit., p.2.
152) § 1318. Wird jemand durch das Herabfallen einer gefährlich aufgehängten oder gestellten
Sache, oder durch Herauswerfen oder Herausgießen aus einer Wohnung beschädiget; so
haftet derjenige, aus dessen Wohnung geworfen oder gegossen worden, oder die Sache
herabgefallen ist, für den Schaden(어떤 자가 위험하게 거치 혹은 현수한 물건의 낙하 또는 주거
로부터의 투하나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주거로부터 투하나 유출이 일어난, 혹
은 물건이 낙하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153) Schwimann(Hrsg.), ABGB Praxis-kommentar(2nd Auflage) Band 7 (Wien: Verlag Orac, 1997),
S.228(von Friedrich Harrer).
154) Schwimann(Hrsg.), a.a.O., S.228(von Friedrich Harrer).
155) Zimmermann, op.cit., p.327. 나아가 오스트리아에서는 계약상 보호의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정

136

法史學硏究 第61號

판례에 따르면 주거로부터 액체가 흘러나와 아래층의 공간에 피해를 입히는
사정이 그 유추의 요건이 된다.156)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고의책임으로 보고,
준불법행위 책임을 과실 책임으로 구성한 견해는 1804년 프랑스 민법에까지
연결되었다. 프랑스 민법에서도 고의로 행하여진 일반적인 불법행위(délits)
과 과실로 생긴 준불법행위(quasi-délits)의 구별을 하였고, 제1383조(현행
프랑스 민법 제1241조)가 그를 반영한다.157) 그런데 실무적인 시각에서 그
와 같은 구별은 무의미한데, 그 의무와 면책 그리고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법
리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158) 이와 같은 입법은 ius commune의 지배적인
견해에 의한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전 로마법의 태도에 부합하지
는 않아 보인다. 즉 준불법행위의 독자적인 요소를 정하고자 하는 시도의 연
장선상에 있으나, 그것이 로마법 원래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
었다.159)
이러한 프랑스 민법의 불법행위법 체계는 도마로부터 정립된 것으로 인정
된다.160) 프랑스에서는 일반 불법행위법의 문제는 형사절차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 도마 역시 형벌과 불법행위를 함께 논의하면서 구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형벌이 아니라) 불법행위 차원에서 서술하는 예로 투하물 사안을
들고 있다.161) 도마의 문헌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논의 안에서 투하물 소권
은 과실책임의 일종으로서 설명되고, 각 장에서 그 외 개별 유형의 불법행위
을 준용하였는데, 이는 투하물 소권의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Zimmermann, op.cit.,
p.328).
156) Schwimann(Hrsg.), a.a.O., S.228(von Friedrich Harrer).
157) Code Civil Art. 1383 Chacun est responsable du dommage qu'il a causé non seulement par
son fait, mais encore par sa négligence ou par son imprudence(모든 사람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번역은, 명순구 역, 뺷프랑스민법전뺸, 법문사(2004), 585면의 것을 따랐다.
158) Yves-Louis Sage, “French law of Delict: The Role of Fault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Losses
and Remedies”, 26 VUWLR (1996), p.1-2.
159) Zimmermann, a.a.O., S.314.
160) 김형석, 앞의 책, 32면.
161) 김형석, 앞의 책, 34-35면에서는 도마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서 투하물 사안이 언급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나아가 도마는 무과실의 사용자책임을 언급하면서도 투하물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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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설명하는데, 프랑스 민법에서 이들은 종국적으로 과실책임에 관한 일반
화된 규정으로 통합된다.162) 그에 따라 투하물 소권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163)
과실책임으로 구성된 투하물 소권의 개별성은 사라졌지만, 투하물 소권의
영향은 1804년 프랑스 민법 제1384조(현행 프랑스 민법 제1242조)의 내용
에도 남겨진 것으로도 이해된다.164) 이 규정은 위험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담
고 있는데, 투하물 소권에서 실제로 위험책임의 단초를 담고 있기 때문이
다.165) 해당 조항의 뒷부분은 주로 동물사육자의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
되는데,166) 투하물 소권 역시 그러한 추상화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한편, 프랑스 민법에 반영에 반영된 불법행위와 준불법행위의 구별론

은 독일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67) 독일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일반 불법행위책임만이 규정되었다.168)
162)
163)
164)
165)

Zimmermann, a.a.O., S.324.
Zimmermann, a.a.O., S.325.
Zimmermann, a.a.O., S.326.
Code Civil Art. 1384 On est responsable non seulement du dommage que l'on cause par son
propre fait, mais encore de celui qui est causé par le fait des personnes dont on doit répondre,
ou des choses que l'on a sous sa garde(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 아래 있는 자의 행위 또는 자신의 관리 아래에 있는 물건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 번역은, 명순구 역, 앞의 책, 585면의 것을 따랐다.
166) Zimmermann, a.a.O., S.325. 다만 이는 현대에 이르면서 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Eva Steiner, French Law-A Comparative Approach 2nd edition (Croy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269.
167) Zimmermann, a.a.O., S.314-315. 이에 따르면 독일 민법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종국적으
로는 배제되었다.
168) BGB § 823 Schadensersatzpflicht
(1)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das Leben, den Körper, die Gesundheit, die Freiheit, das
Eigentum oder ein sonstiges Recht eines anderen widerrechtlich verletzt, ist dem ander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
강, 자유,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Die gleiche Verpflichtung trifft denjenigen, welcher gegen ein den Schutz eines anderen
bezweckendes Gesetz verstößt. Ist nach dem Inhalt des Gesetzes ein Verstoß gegen dieses
auch ohne Verschulden möglich, so tritt die Ersatzpflicht nur im Falle des Verschuldens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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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과실책임(엄격책임)에의 영향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자의재판이지만, 그 흔적은

자의재판이 아니라 투하물 소권이 오래 남았다. 자의재판의 경우에는 직업법
관제의 확립과 심급제(상소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그 논의가 무의미해진 것
으로 보인다.169)170)
투하물 소권의 직접적인 유산은 아니라도 그 관념은 여러 법체계 내에 남
아있다고 설명된다. 그것은 대위책임이나 위험책임의 관념과 관련된 것이다.
(2) 먼저, 투하물 소권은 영국 보통법의 대위책임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한다.171) ‘노예의 행위에 대하여 주인이 책임을 지는 법리’에 관하여 로마법
대전이나 학설휘찬의 관련 개소와 관련시키는 경우도 있다.172)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로마-캐논법적 보통법 전통을 수
용하여 로마법이나 대륙법의 영향 역시 받았는데, 대위책임과 관련해서 로마
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는 역사적 근거 중 하나로 투하물 소권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3)
한편, Zimmermann은 로마법상의 투하물 소권이 물건에 대한 엄격한 관
리책임에 관한 커몬로상의 판례인 Rylands v. Fletcher174)에도 영향을 미친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위반한 사람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그 법률에 과책 없이도
그에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과책 있는 경우에만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우
리말 번역은, 양창수 역, 뺷2015년판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뺸, 박영사(2015)의 것을 따랐다.
169) 참고로 로마법상 심급은 3, 4세기 경 단일소송체계로 정리되면서 나타났다고 한다. 김영희, ｢영국
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뺷법사학연구뺸 제5호(2015), 20면.
170) Reiner Hochstein, a.a.O., S.80-82. 그에 따르면 해당 제도들과 자의재판의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그와 맞물려 실무적으로 사리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 외에 후진적인 법관 양성 교육과
법지식을 고려할 때 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고 심급제 등의 발전에
따라 준불법행위에 대한 검토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한 자의재판을 점차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Reiner Hochstein, a.a.O., S.80-83).
171) Zimmermann, a.a.O., S.319에서 Zimmermann은 John Holt(Lord Chief Justice)의 판결들에서
그 흔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판결 등에 기초하여 “sic utere tuo ut neminem
laedas”라는 法諺(maxim)에도 이른다.
172) Zimmermann, a.a.O., S.319-320.
173) Zimmermann, a.a.O., S.314.
174) 저주지(reservoir)의 물이 넘쳐 인접 광산에 피해를 입힌 사안이다. 이에 원고는 불법침해(tres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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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인접지의 물건과 관련된 분쟁도 그와 연결된 것으
로 본다. 영국법이 그 독자성을 주장하더라도 로마법과의 관련성이 완전히
부인될 수 없는바,175) 위와 같은 설명도 일응은 가능할 것이나, 투하물 책임
외에 다른 준불법행위들도 무과실책임이라고 전제할 때 투하물 소권만을 인
접지에 관련된 책임에 바로 관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인접지 분쟁
의 경우에 그를 다룬 로마법 개소가 있고(D.8.5.8.5.), 그 이해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측면에서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176)
(3) 독일에서도 그 영향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판례 중에는 주

의의무 위반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위험책임의 범주안에 있는 사례
가 존재한다.177) 프랑스의 경우 위험책임을 명시한 조문이 있음은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다. 최근에 입법된 네덜란드 민법(1992)에서는 과실책임과 법률
/통설에 의한 책임을 나란히 명시하고 있다.178)

175)
176)

177)

178)

와 생활방해(nuisansce)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영국 불법행위법상 유명한 법원칙("the
person who for his own purposes brings on his lands and collects and keeps there anything
likely to do mischief if it escapes, must keep it in at his peril, and, if he does not do so, is
prima facie answerable for all the damage which is the natural consequence of its escape")이
선언되었다.
영국법과 로마법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는 김영희, 앞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인접지 분쟁에 관한 로마법 개소와 그 이후의 논의에 관하여는 James Gordley, Disturbances
among neighbours: an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Liability between Neighbours (New
York: Cambirdge University Press, 2010), pp.1-7. 현행 민법상 인접지 분쟁의 경우 물권에 기초
한 해결과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해결이 모두 가능한데, 이는 예링이 지적한 바와 같다(James
Gordley, op.cit. p.8). 예링의 주장을 바탕으로 독일민법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린관계를 다루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217조).
Zimmermann에 의하면, OLG Düsseldorf, 197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71; OLG
Hamm, 1984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668 등에서 세탁기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있어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그러하다.
Artikel 162 lid 3 Burgerlijk Wetboek Boek 6 “Een onrechtmatige daad kan aan de dader
worden toegerekend, indien zij te wijten is aan zijn schuld of aan een oorzaak welke krachtens
de wet of de in het verkeer geldende opvattingen voor zijn rekening komt.” (불법행위 책임은,
그 결과가 그의 과실 혹은 법률이나 통설에 따라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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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語
(1) 이상에서는 로마법상의 투하물․유출물 소권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후대의 논의와 그 영향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법적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로마법은 어떠한 교조적인 법리에 집착하지
않고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대응하여 왔는데,179) 특히 법정관법, 더 구체적
으로 준불법행위의 예에서 그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여러 사안
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
다. 당시의 건축과 도로 사정을 고려한 투하물 소권이라는 대응책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투하물 소권은 타인의 행위에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책임 등 보조자책임의 일반화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크다
고 생각된다.180) 또 이 제도는 위험책임,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가 그 책임을 진다’는 관념과도 잘 연결된다고 이해된다.
한편으로 투하물 소권의 인정에는 예방적 기능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법정관 고시는 거주자에게 투하 및 유출에 대한 자발적이면서
도 보다 엄정한 관리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입치
물 소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현
대의 시각에서 보면, 행정벌을 예정함으로써 행정규제적 작용을 한 셈이다.
(2) 현행법상으로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상당한 수의 무과실책임이

도입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주의, 즉 과실책임주의를 관철하면서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이나 동물점유자
의 책임(제759조) 등은 그 예이다. 많은 특별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정책적인 결단이다. 투하물 소권을 둘러싼
179) 김형석, 앞의 책, 26면.
180) 김형석, 앞의 책,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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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정책적인 결단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필요는 더 커지고 있다. 지금도 문제해결
에 필요하다면 그 지혜를 빌리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요한 것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과. 일단 피해자를
보호한 후에 그 사후처리, 특히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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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자료: Inst.4.5.181)
DE OBLIGATIONIBUS QUAE QUASI EX
DELICTO NASCUNTUR.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같은 채무들에
관하여

Si iudex litem suam fecerit, non proprie ex
maleficio obligatus videtur. sed quia neque ex
contractu obligatus est et utique peccasse
aliquid intellegitur, licet per imprudentiam :
ideo videtur quasi ex maleficio teneri, et in
quantum de ea re aequum religioni iudicantis
videbitur, poenam sustinebit.

심판인이 쟁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 엄
밀하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약에 기해서는 책임지
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不愼重에 의해서지만
－무엇인가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준불법행위에
기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안과 관
련하여 심판인의 직무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의 벌금을 부담할 것이다.

1. Item is, ex cuius coenaculo vel proprio
ipsiusvel conducto vel in quo gratis habitabat,
deiectum effusumve aliquid est, ita ut alicui
noceretur, quasi ex maleficio obligatus
intellegitur: ideo autem non proprie ex
maleficio
obligatus
intellegitur,
quia
plerumque ob alterius culpam tenetur aut
servi aut liberi. cui similis est is qui ea parte
qua vulgo iter fieri solet id positum aut
suspensum habet quod potest, si ceciderit,
alicui nocere : quo casu poena decem
aureorum constituta est. de eo vero quod
deiectum effusumve est, dupli quanti
damnum datum sit, constituta est actio. ob
hominem vero liberum occisum quinquaginta
aureorum poena constituitur: si vero vivet
nocitumque ei esse dicetur, quantum ob eam
rem aequum iudici videtur, actio datur :
iudex enim computare debet mercedes
medicis praestitas ceteraque impendia quae in
curatione facta sunt, praeterea operarum
quibus caruit, aut cariturus est, ob id quod
inutilis factus est.

1. 또 자신 소유의 또는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살
고 있던 그의 고층 방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밖으
로 던져지거나 쏟아 부어져 어떤 이에게 가해된
경우 그러한 자는, 준불법행위로 책임지는 것으
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가 엄밀히 불법행위로 책
임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대
체로 노예든 자유인이든 타인의 과책으로 책임
지기 때문이다. 통상 길이 되는 장소에, 넘어지
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놓아두
거나 걸어두는 자도 그와 같다. 그 사안에 대하
여 10금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투하․
유출물에 관하여 가해진 손해의 2배액의 소권이
정해져 있다. 그 때 자유인이 살해된 경우에는
50금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그가 생존
하였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사안
으로 심판인에게 적절하게 인정되는 만큼으로
소권이 부여된다. 심판인은 의사에게 지급된 사
례금과 치료에 든 기타 비용과 그 밖에도 그(피
해자)가 몸을 쓸 수 없게 되어서 일실된 또는 일
실될 노무도 계산하여야 한다.

2. Si filius familias seorsum a patre
habitaverit et quid ex coenaculo eius
deiectum effusumve sit, sive quid positum
suspensumve habuerit cuius casus periculosus
est : Iuliano placuit, in patrem nullam esse
actionem, sed cum ipso filio agendum. quod
et in filiofamilias iudice observandum est, qui
litem suam fecerit.

2. 家子가 아버지와 떨어져 거주하고 어떤 것이
그가 거주하는 고층 방으로부터 밖으로 던져지
거나 쏟아 부어진 경우, 또는 추락하면 위험한
어떤 것을 놓아두거나 걸어두는 경우, 율리아누
스는 아버지를 상대로는 소권이 성립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쟁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심판인이 가자인 경
우에도 이것은 준수되어야 한다.

181) 이는 성중모, 앞의 글, 216-218면의 것을 옮겨 사소한 수정(굵은 글씨)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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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em exercitor navis aut cauponae aut
stabuli de dolo aut furto, quod in nave aut in
caupona aut in stabulo factum erit, quasi ex
maleficio teneri videtur, si modo ipsius
nullum est maleficium, sed alicuius eorum,
quorum opera navem aut cauponam aut
stabulum exerceret : cum enim neque ex
contractu sit adversus eum constituta haec
actio et aliquatenus culpae reus est, quod
opera malorum hominum uteretur, ideo quasi
ex maleficio teneri videtur. in his autem
casibus in factum actio competit, quae heredi
quidem datur, adversus heredem autem non
com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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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선주 또는 여관주 또는 마구간주는 선박,
여관 또는 마구간에서 범해진 기망182) 또는 절
도에 관하여－자신에게는 불법행위가 없고, 선
박이나 여관이나 마구간을 경영하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 어떤 이에게 불법행위가 있는
한－준불법행위로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그를 상대로 하는 소권이 계약에 기하지 않
고 악인들의 노무를 쓴 데에 어느 정도 피고가
과책이 있는 경우, 준불법행위에 기하여 책임지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안들에서 상속
인에게 부여는 되지만 상속인을 상대로는 부여
되지 않는 사실소권이 있게 된다.

182) dolus의 역어가 문제되는데, 성중모 교수님은 詐害行爲로 보고 있고, Eric은 wrongful loss로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惡意소권(actio doli)에서의 dolus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광의로
이해될 수 있는데, furtum과 같은 층위의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로서 기망으로 번역하였
다. Metus와 대응하는 dolus에 관하여는 Zimmermann, a.a.O., S.663ff; W. W. Buckland, op.cit.,
p.594, 595. 그 개념은 D.4.3.1.2(Dolum malum Servius quidem ita definiit machinationem
quandam alterius decipiendi causa, cum aliud simulatur et aliud agitur. Labeo autem posse et
sine simulatione id agi, ut quis circumveniatur) 참조.

144

法史學硏究 第61號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영희, ｢영국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뺷법사학연구뺸 제5호, 2015.
김형석, 뺷사용자책임의 연구뺸, 박영사, 2013.
성중모,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抄譯-제4권 번역과 注釋｣, 뺷法史學硏究뺸 第47號, 2013.
필립 마티작(이정민 역), 뺷로마에서 24시간 살아보기뺸, 매경출판, 2018.
명순구 역, 뺷프랑스민법전뺸, 법문사, 2004.
양창수 역, 뺷2015년판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뺸, 박영사, 2015.
양태자, 뺷중세의 뒷골목 풍경뺸, 이랑, 2011.
이상훈, ｢절도원인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furtiva)에 관한 소고- 학설휘찬 제13권 제1장을 중심
으로｣, 뺷법사학연구뺸 제57호, 2018.
이진기, ｢Lex Aquilia의 구성과 내용-위법성과 책임｣, 뺷재산법연구뺸 제29권 제3호, 2012.11.
최병조, ｢로마법상의 지배인소권 (上)｣, 뺷서울대학교 법학뺸 제35권 제2호, 1994.
최병조, ｢로마법상의 지배인소권 (下)｣, 뺷서울대학교 법학뺸 제35권 제3,4호, 1994.
최병조, 뺷로마법연구 1-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뺸, 박영사, 1995.
최병조, 뺷로마법강의뺸, 박영사, 1999.
최병조, 뺷비교법문화론뺸, 박영사, 2018.
현승종․조규창, 뺷로마법뺸, 법문사, 1997.
[외국문헌]
Ankum, Hans, “Ulpianus D.9.3.5.4: The Recourse of the Habitator against His Guest who
Threw Something down onto the Street”, A Journal of Legal History, 2002.
Berger, Adolf,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3.
Buckland, W. W., A Textbook of Roman Law [3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Descheemaeker, Eric, “Obligations quasi ex delicto and Strict Liability in Roman Law”, The
Journal of Legal History 31:1, 2010.
Gordley, James, Disturbances among neighbours: an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Liability
between Neighbours, New York: Cambirdge University Press, 2010.
Hochstein, Reiner, Obligationes quasi ex delicto, Köln: Heymanns, 1971.
van Hoek, J.B.M., “D.9,3,5,4: Übersetzungsfragen im Bereich der actio de deiectis vel effusis
als Popularklage”,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117, 2000.
Johnston, David, “Limiting Liability: Roman Law and the Civil Law Traditio”, 70 Chi.-Kent
L. Rev., 1995.
Kaser, Max, Das Römische Privatrecht-Erster Abschnitt, 2. Aufl., München: C.H.Beck, 1971.
Kaser, Max, Das Römische Privatrecht-Zweite Abschnitt, 2. Aufl., München: C.H.Beck, 1975.

로마법상 投下物․流出物 訴權에 관한 小考

145

Kaser/Knütel/Lohsse, Römisches Privatrecht 22. Auflage, München: C.H.Beck, 2019.
O. Lenel, Das Edictum Perpetuum, Leipzig: Bernhard Tauchnitz, 1927.
A. Macrobius, Saturnalis;
http://penelope.uchicago.edu/Thayer/L/Roman/Texts/Macrobius/Saturnalia/3*.html
Pennitz, Martin, “Zur Noxalhaftung bei den sog. actiones de deiectis vel effusis und de posito
(aut suspenso)”, Revue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antiquité, 2011, S.275
(local.droit.ulg.ac.be)
Sage, Yves-Louis, “French law of Delict: The Role of Fault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Losses
and Remedies”, 26 VUWLR, 1996.
Schwimann(Hrsg.), ABGB Praxis-kommentar(2nd Auflage) Band 7 (Wien: Verlag Orac, 1997)
W. Smith(edited by),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9.
Stein, Peter, “The Actio de Effusis vel Dejectis and the concept of Quasi-Delict in Scots Law”,
4 INT’L & COMP. L. Q. 356, 1955.
Wallinga, Tammo, “Effusa vel Deicta in Rome and Glasgow”, Edinburgh Law Review, vol.6,
no.1, 2002.
Zimmermann, Reinhard, “Effusum vel deiectum”, Festschrift für Hermann Lange, 1992.
Zimmermann, Reinhard, The Law of Obligations, München: C.H.Beck, 1993.
* 라틴어 저본
Iustiniani Institutiones- P. Krüger, 16th ed. (Berlin)
Iustiniani Digesta- Th. Mommsen, Vol. I,II (Berlin)
* 원전번역에 참고한 문헌
[독일어]
Corpus Iuris Civils, Text und Übersetzung Band II, Gemeinschäftlich übersetzt und herausgegeben
von O. Behrends, R. Knütel, B. Kupisch, H. Seiler (Heidelberg: C. H.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5)
[영어]
S. P. Scott, Corpus Iuris Civilis-The Civil Law, Cincinaati: AMS, 1932.
Alan Watson, The Digest of Justinian Volume 1,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146

法史學硏究 第61號

<Abstract>

The Study on the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Han, Seungsoo*
183)

In ancient Rome, it was not uncommon for some objects to fall from
high-rise communal housing to roads. In such cases, the actio to hold the
habitator responsible for the drop and spill(actio de deiectis et effusis) was
recognized by the edict of praetor. This is categorized into the quasi-delict
with the case of iudex qui litem suam facit, and actio de positis et suspensis.
In the event that something was dropped or spilled from the a high-rise
room, and that damage was actually caused on the street, the habitator was
responsible under this actio. Regarding property damage, the extent of damage
is calculated and the double of the amount should be paid. And in the case
of injury of a free man, treatment cost and the loss of income should be paid.
When a free person gets to die, a certain amount of compensation was requir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actio is a kind of actio popularis, and actio
poenalis. On the other hand, if a slave committed such an act, noxa deditio
was recognized, and depending on the issue, a recourse could be recognized.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whether all
quasi-delicts, including the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require culpa. Especially
in the case of iudex qui litem suam facit, how to view its character is a difficult
question. The French Civil Code of 1804 is an extension of the theor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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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pa is required.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persuasively arguing that
all quasi-delicts are thought as strict libility. At the very least, it is reasonable
to regard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as strict libility.
Although the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has gradually disappeared, the
provision regarding it still remains in the Austrian Civil Code (ABGB), and
in the areas of assistant liability and strict liability, it influenced legislation
in many countries to date.

[Key Words] Actio de Deiectis et Effusis, Quasi-delict, Habitator, strict
liability, Iudex Qui Litem Suam Facit, Actio de Positis et
Susp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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