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
사례연구*
－D. 43.3.1.5에 관하여－
68)

이철우**

목 차
Ⅰ. 서
Ⅱ.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요건
1.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 고시문
2. 특시명령의 청구주체
3. 특시명령의 상대방
4. 담보제공
Ⅲ. D. 43.3.1.5의 해석에 관한 견해
1. Ubbelohde의 견해
2. Lotmar의 견해
3. Keller의 견해
4. Cohen의 견해
5. Wacke의 견해
6. 소결
Ⅳ. 사인증여의 유형과 활용
1. 사인증여의 유형
2. 유증 제한법률의 적용
Ⅴ. D. 43.3.1.5의 이해에 관한 가설
Ⅵ. 결어

[국문 요약]
로마법상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은 수유자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유증명목으로 점유한 물건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법정관의 명령이다. 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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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는 학설휘찬의 한 개소(D. 43.3.1.5)에서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에는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이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유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의
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울피아누스의 의견은 팔키디우스법이 처음부터 동일
하게 적용된 유증의 수유자에게는 특시명령이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하여 외견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개소에서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적용이 배제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목적에 비추어 본 사인증여 수증자의 점유의 특성, 사인증여와 유증과의 성격상 차이, 팔키
디우스법의 적용으로 인한 특시명령의 필요성의 감소 등에서 이유를 찾았다. 이 견해들은 이
개소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우선 이 특시명령의 고시문에 ‘유증명목으로(legatorum nomine)’ 점유한 경우로 규정되
어 있으므로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울피아누스가 이 개소의 원
전인 뺷고시주해뺸를 저술할 무렵(211년~217년) 로마에서 행해진 사인증여는 부부간 혼인지
참재산의 설정을 제외하면 아직은 전쟁, 항해 등으로 인한 구체적 죽음의 위험을 인식하여
행한 사인증여가 주된 형태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인증여가 유증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후의
상속재산의 귀속을 미리 결정하는 기능을 사실상 수행함에 따라서 팔키디우스법과 같은 유증
제한 규정을 사인증여에도 확대적용하였지만,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 자체는 유증과는 명확하
게 구별되었다. 다만, 당시는 팔키디우스법이 사인증여에 확대적용된 직후였고, 특히 울피아
누스는 확대적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파피니아누스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
다. 결국, 울피아누스는 ‘유증명목으로’ 라는 고시규정을 중시하고, 사인증여는 유증과는 본
질적으로 다르다는 당시의 인식에 입각해서, 한편으로는 팔키디우스법의 확대 적용으로 상속
인이 느끼는 특시명령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사인증여에 대해 특
시명령의 적용을 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 특시명령(interdictum), 점유, 사
인증여, 유증, 유증명목으로(legatorum nomine), 팔키디우스법

Ⅰ. 서
1. 로마법상 유증은 유언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상속재산의 부담으

로 개별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終意處分이다.1) 수유자는 유증을 법적 절차
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며 유증된 목적물을 자력구제를 통해서, 즉 물리력
을 행사하거나 은밀하게 유증목적물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2) 만약 수유자가
1)
2)

최병조, 뺷로마법 강의뺸(박영사, 1999), 502면.
상속인이 유증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증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수유자는 유증의 종류에 따라서 대물
소권(소유물반환청구소권 등)이나 대인소권(유언에 기한 소권 등)을 행사하여 유증을 실현할 수 있
다. Max Kaser, Das Römisches Privatrecht Ⅰ(München, C.H.Beck, 1971), p.754(이하에서는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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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로 유증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상속인(고전기에는 유산권자)3)은 유
증점유인도 특시명령(interdictum Quod legatorum)을 통해 점유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다.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수유자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유증명
목으로 점유한 물건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법정관의 명령이다. 이
특시명령의 이름(Quod legatorum)은 근거가 되는 특시명령 고시문의 첫 단
어들에서 따온 것이다.4) 로마법상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대해서는 학설
휘찬 제43권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는 데
에는 다음 개소가 도움이 된다.
D.43.3.1 Ulpianus libro 67 ad edictum. 1. Hoc interdictum volgo “Quod
legatorum” appellatur. 2. Est autem et ipsum apiscendae possessionis et continet
hanc causam, ut, quod quis legatorum nomine non ex voluntate heredis
occupavit, id restituat heredi. Etenim aequissimum praetori visum est
unumquemque non sibi ipsum ius dicere occupatis legatis, sed ab herede petere
: redigit igitur ad heredes per hoc interdictum ea, quae legatorum nomine
possidentur, ut [perinde]<deinde Kr.> legatarii possint eum convenire.
(D.43.3.1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67권. 1. 이 특시명령은 보통 ‘Quod
legatorum’이라고 부른다. 2. 이 특시명령도 점유취득 특시명령이고, 어떤 자가 유
Ⅰ으로 인용). Kaser/Knütel, Römische Privatrecht(München : C.H.Beck, 2014), § 76.17(이하에
서는 RP로 인용). Buckland, A Textbook of Roman Law(Cambridge, 1921), pp. 344~345. 최병
조, 앞의 책, 511면. 최병조, 뺷로마법․민법 논고뺸(박영사, 1999), 233~234면(이하에서는 논고로
인용).
3) 고전기 로마법에서 법정관법상의 유산권자(bonorum possessor)만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신
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이와는 반대로 시민법상의 상속인(heres)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는 이견이 있다. 아래의 Ⅱ.2 참조. 이 글에서는 관련 개소들에서 상속인(heres)으로 표시되
거나 양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명의 편의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속인’
으로 표기한다.
4)

Ulrike Babusiaux, Wege zur Rechtsgeschichte : Römisches Erbrecht(Köln : Böhlau, 2015), p.258.
그러나 Lenel은 명칭(Quod legatorum)이 고시의 표제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한
다. Otto Lenel, Edictum Perpetuum(Dritte Aufl. 1927), p.453 주1(이하에서는 EP로 인용). Lenel
이 복원한 특시명령의 문언은 아래의 Ⅱ.1 참조. 국내에서 현승종/조규창, 뺷로마법뺸(법문사, 1996)
은 ‘interdictum Quod legatorum’을 ‘遺贈財産回收의 특시명령’으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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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목으로 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것을 상속인에게 반환하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누구든지 유증물을 점유개시함으로써5) 자신에
게 그것의 권리가 있다고 自判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서 청구하는 것이
법정관에게 지극히 공평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유증명목으로 점유하
고 있는 것을 이 특시명령에 기해 상속인들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수유자들이
상속인을 제소할 수 있다.)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자력구제에 의한 권리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정관이 구사한 일련의 수단중의 하나이다6).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증점
유인도 특시명령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로마법에서 상속인, 정확히 말하면 유산권자의 유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관법상의 수단은 유산점유인도 특시명령(Quorum bonorum)과 유증점
유인도 특시명령이 있다. 유산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상속인으로서 점유하는
자(pro herede), 즉 상속인을 참칭하는 자와 그저 점유자로서 점유하는 자
(pro possesore), 즉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특시명

령인 데 비하여,7)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유증명목으로(legatorum nomine)
점유하는 자, 즉 자신이 유증 받았음을 내세우며 상속재산중의 물건을 점유
하는 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특시명령이다.
피상속인이 유증을 하면 그 유증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실현된다. 유증된
목적물은 결국에는 상속재산에 남지 않고 수유자에게 이전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증된 상속재산 중의 물건을 수유자가 직접 점유하기 전에 상속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상속인에게는 중요한 실익이 있다. 유증점
이 글에서 학설휘찬 제43권 제3장의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관한 개소들의 번역은 로마법연구회
가 강독회에서 채택한 번역초안을 따랐다.
6) Babusiaux, 앞의 책, p.258

5)

7)

D.43.2.1 Ulpianus libro 67 ad edictum. Ait praetor : “Quorum bonorum ex edicto meo illi
possessio data est, quod de his bonis pro herede aut pro possessore possides possideresve, si
nihil usucaptum esset, [quod quidem Flor.]<quodque Lenel> dolo malo fecisti, uti desineres
possidere, id illi restituas”. 1. Hoc interdictum restitutorium est et ad universitatem bonorum,
non ad singulas res pertinet et appellatur “quorum bonorum” et est apiscendae possessionis
universorum bon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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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 특시명령의 실제적 효용의 문제이다. ① 우선 유증의 유효성이 다투
어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증된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
히 소송당사자(피고)가 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② 유증의 유효성이 다투어
지지 않더라도, 수유자가 임의로 점유한 부분이 실제로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과 다를 수 있고, ③ 상속재산이 부담을 지는 유증의 급부에 충분한
지의 판단을 위해서 또는 상속과 관련한 세금의 납부, 그리고 팔키디우스 법
상의 1/4몫의 산정을 위해서 상속재산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일단 온전하게
상속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8)
2.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상대방은 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유

증 명목으로’ 점유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개소에서는 “유증명목으
로(legatorum nomine)” 또는 ”수증물로서(pro legato)” 점유하는 자로 표
현된다.9)
학설휘찬 제43권 제3장의 여러 개소들에서 울피아누스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일반적인 유증의 수유자 이외에도 선취
방식의 유증의 수유자(1.6), 용익역권이나 사용역권 또는 지역권의 수유자
(1.8), 유증보전 목적으로 사압류를 허여받은 자(1.9), 수유자의 상속인 기타

승계인(1.10, 1.13)을 열거하고 있고, 신탁수유자(신탁유증의 수익자)도10)
이 특시명령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울피아누스는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에 대

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로마법상 사인증여
(donatio mortis causa)는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오래 살 것을 개념요소로 하

는 증여의 한 형태이다.11) 사인증여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사전에 처분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증과 유사
8)

August Ubbelohde, Glücks Pandekdenkommentar(Serie der Bücher 43/44,Theil 3, Sonderausgabe,
1891), pp.141~142(이하에서 EI로 인용 : Die Erbrechtliche Interdicte 라는 reprint된 책 제명).
9) “legatorum nomine”로 표현 : Vat.fr. § 90의 표제*; D. 43.3.1.2; D. 43.3.1.10. “pro legato”로
표현 : D. 43.3.1.4. * Vat.fr. § 90의 표제 : “in eum, qui legatorum nomine non voluntae eius,
cui bonorum possessio data erit, possidebit;”
10) 신탁유증을 명목으로 유산 중 물건을 점유한 자.
11) Kaser/Knütel, RP, § 79.1; Kaser, RPⅠ, § 191 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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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해서는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울피아누스의 개소는
다음과 같다.
D. 43.3.1.5 Ulp. 67 ad ed. Si quis ex mortis causa donatione possideat, utique
cessabit interdictum, quia portio legis Falcidiae apud heredem ipso iure remanet,
etsi corporaliter res in solidum translatae sunt :
(어떤 자가 사인증여에 기하여 점유하는 경우 이 특시명령은 물론 적용되지 않

을 것인데, 왜냐하면 물건이 유체적으로 전부 이전된 경우에도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12)

개소의 요지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몫이 상속인에게 남기 때문에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물론’ 적용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 개소를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문언상으로 보면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유류분 1/4몫이 상속인
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증의 경우에도 팔키디우스법은 동일하
게 적용되므로 상속인에게 법에 따른 1/4몫이 남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증명목으로 목적물을 점유한 수유자에 대해서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외견상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는 개소의 설명을 어떻
게 이해해야 할까?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문언에서 찾을 수
있을까? ①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발령요건에 관하여 개관하고, ② D.
43.3.1.5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견해들, ③ 로마법상 사용된 사

인증여의 형태와 기능, 유증에 대한 제한규정들의 사인증여에의 적용과정을
12) 이 개소의 외국어 번역 중에 Watson 편집의 영어 번역은 ‘특시명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완전히 반대로 오해하였다. Watson ed., Digest of Justinian, Vol. Ⅳ(Pennsylvania, 1985) : “If
anyone possesses anything because of a gift given mortis causa, the interdict will certainly apply,
because the heir automatically retains his share under the lex Falcidia, just as tangible objects
are transferred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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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다음, ④ D. 43.3.1.5의 해석에 관한 입론을 모색해 본다.

Ⅱ.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요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간략
하게 개관한다.

1.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 고시문
Lenel이 복원한 특시명령의 고시문은 다음과 같다.13)

“Quod de his bonis, quorum possessio ex edicto meo illi data est, legatorum
nomine non voluntate illius possides quodque dolo malo fecisti quo minus
possideres, id, si eo nomine satisdatum est sive per illum non stat ut satisdetur,
illi restituas.”
(“그 유산권이 본관의 고시에 기하여 某某에게 부여된 그 재산으로부터 그대가

유증의 명목으로 某某의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 그대가 점유를 상실하
도록 그대가 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그대는 그것을 명목으로 담보가 제공되었거
나, 아니면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데에 某某에게 귀책이 없으면 某某에게 반환할
것이다.”)14)

13) 학자들은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적용에 관해서 자신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당시에 발령되
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고시문 문언’ 자체를 다르게 복원한다. 다음 2.에서 설명하는 특시명령의
청구주체에 관한 견해에 따라서 복원문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밖에도 “…dolo malo fecisti
quo minus possideres”의 문구에 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아래 3. 3) 참조). Lenel은 자신의 복
원문이 “근본적으로 확실하다”고 하고(Lenel, EP, p.453), Ubbelohde는 Lenel의 복원문을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지지한다. Ubbelohde, EI, p.162
14) 번역은 기본적으로 최병조, 앞의 책(주2, 논고), 234면 주) 252를 따랐다. 다만, bonorum possessio
의 역어를 종래 관용되던 ‘유산점유’에서 최근에 ‘유산권’으로 바꿨으므로 복원문의 possessio는 ‘유
산권’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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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수유자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유증명
목으로 점유한 물건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법정관의 명령이다. 이
특시명령의 발령요건을 크게 ① 특시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② 특시명
령의 상대방 ③ 담보 제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 특시명령의 청구주체
고전기 로마법에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
여 견해가 갈린다. 다수의 견해는 고전기에는 유산권자(bonorum possessor)
만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고전기 이후에 또는 유스
티니아누스 시기에 가서야 상속인(heres)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청구주체가
확대되었다고 한다.15) 유스티니아누스 시기에 확대되었다고 하는 견해는, 학
설휘찬 개소들에서 특시명령의 청구주체가 상속인으로 규정되거나 상속인과
유산권자가 함께 규정된 것은 유스티니아누스법전 편찬자들이 수정한 결과
라고 한다.16) 이에 대해서 소수의 견해는 고전기에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
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체는 시민법상의 상속인(heres)이었으며 그후에 법정
관법에 의해 인정된 유산권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17)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는 상속인 또는 유산권자
뿐만 아니라 그의 포괄승계인도 포함된다.
D. 43.3.1.3 Hoc interdictum et heredem heredis bonorumque possessoris
habere propter utilitatem huius dicendum est, nec non ceteros quoque
successores.
(이 특시명령은 상속인의 상속인과 유산권자의 상속인도 그 유용성으로 인해

15) Lenel, EP, p.453; Ubbelohde, EI, p.140; Kaser/Knütel, RP, § 76.17; Kaser, RPⅠ, § 186.4;
최병조, 앞의 책(주1), 511 등.
16) Lenel, Ubbelohde 등이 대표적이다
17) Philipp Lotmar, “Zur Geschichte des Interdictum Quod legatorum”, ZSS/RA, Bd.31=44 (1910),
pp. 129 이하(이하에서 GQL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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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해야만 하고, 기타 승계인들도 다르지 않다.)

포괄승계인이 청구주체가 되는 경우는 상속인 또는 유산권자 자신이 특시
명령의 발령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이미 특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조건 중의 몇 가지만 구비하였는데 이 부족한 조건
이 그의 포괄승계인 대에 이르러 갖추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로
는 특히 유증에 의한 부담을 지는 상속인(유산권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에야 수유자가 자력으로 자신에게 유증된 물건을 점유개시한 경우
를 들 수 있다. 또 상속인(유산권자)의 상속인이 비로소 특시명령 발령에 필
요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18)

3. 특시명령의 상대방
고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① 상속인의 의사 없이 유증명목으로 점유한 경
우와 ② 점유를 상실하도록 악의로 행위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 특시명령
이 발령될 수 있다.
1) 유증명목으로 점유

(1) 대상이 되는 유증의 종류19)

상속인(유산권자)의 의사 없이 유산중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무슨 종류
의 유증이 설정되었든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설명된다.20) 선취방
18) Ubbelohde, EI, p.163
19) 유증의 종류와 그 방식에 관하여는 최병조, 앞의 책(주2, 논고), 194~201면 참조
20) Ubbelohde는 물권적 유증과 채권적 유증의 경우는 자명하다고 하고(Ubbelohde, EI, p.172),
Lotmar도 고시문의 ‘유증명목으로 점유’의 개념에 따라 모든 종류의 유증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
한다(Lotmar, GQL, p.128). 이에 관해, Lotmar는 채권적 유증이나 허용방식의 유증의 경우 상속
인이 소유물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물권적 유증의 경우
에 비해 특시명령의 필요성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시명령이 소유물반환청구소권과 비교할
때 ① 입증책임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② 상대방인 수유자가 ‘악의의 항변’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적
지 않은 이점이 있어서 채권적 유증의 경우에도 특시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결과적으로 유증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이 인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악의의 항변’이란 ‘dolo fa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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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유증에 대해서는 D. 43.3.1.6이 설명하고 있는데,21) 공동상속인이 선취
방식의 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물에 대한 권리로서 가지는 몫에 대하여서만
이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진다.
D. 43.3.1.6 Qui vero ex causa praeceptionis, utique tenetur hoc interdicto,
sed pro ea scilicet parte, quam iure legati habet, non etiam pro ea, quam quasi
heres habet. Idemque erit dicendum et si alio genere legati uni ex heredibus
legatum sit : nam et hic dicendum est pro ea parte, qua heres est, cessare
interdictum.
(반면에 先取方式 유증원인에 기하는 자는 물론 이 특시명령상의 책임이 있지만,

유증물에 대한 권리로 가지는 몫에 대하여만이고,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몫에 대해
서까지는 아니다. 다른 방식의 유증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몫에
대하여는 이 특시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시명령이 대상으로 하는 유증점유는 당초에는 유효한 유증에 기한 점유
를 상정하였지만, 점유자가 자신의 유증의 권원을 확신하고 있으면 유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22)
(2) 점유의 방식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없는 일방적 점유획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
에서도 점유개시(occupare)로 명명된 경우가 가장 많고,23) 점유의 ‘포착
(adprehendere)’ 또는 ‘획득(nancisci)’,24) ‘소지(detinere)’25) 로 표현된 경우
qui petit, quod redditurus est(곧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사람은 악의로 하는 것이다)’라는 법언(D.
50.17.173.3)에서의 ‘악의’를 이유로 한 항변을 말한다. Lotmar, GQL, pp.105~106.
21) Ubbelohde, EI, pp.172~173; 선취방식의 유증의 성질에 관해서 사비누스 학파와 프로쿨루스 학파
간의 논쟁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병조, 앞의 책(주2, 논고), 198면과 Ubbelohde, EI, p.173; Gai.
Ⅱ. 217 참조
22) Lotmar, GQL, pp.106~107.
23) D. 43.3.1.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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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일방적 점유획득은 통상 자력구제의 형태를 띄지만, 사압류가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법정관의 권한 부여가 주어지는 경우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협력에 의한 쌍방적 점유획득의 여지를 두는 개소들도 있다. 다
만 상속인으로부터 인도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한 것이 되어서 그로 인해 특시명령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D.
43.3.1.10, 13, 15 개소도 쌍방적 점유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D. 35.2.26.pr도 그러한 사례로 들어진다.

D. 35.2.26.pr Scaev. 5 resp.
Lineam margaritorum triginta quinque legavit, quae linea apud legatarium
fuerat mortis tempore : quaero, an ea linea heredi restitui deberet propter legem
Falcidiam. respondit posse heredem consequi, ut ei restituatur, ac, si malit, posse
vindicare partem in ea linea, quae propter legis Falcidiae rationem deberet
remanere.
(35개의 진주로 된 목걸이가 유증되었는데, 그 목걸이는 사망시에 수유자의 수

중에 있었다. 그 목걸이를 팔키디우스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
내가 묻는다. 그가 답변했다. 상속인은 그것을 반환 받을 수 있고 또 그가 원하면
팔키디우스 법의 취지에 따라서 남아 있어야할 목걸이의 부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이 사례는 유증된 진주목걸이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수유자의 수중에 있
었는데 그 반환이 문제가 된 경우이다. 수유자가 유증명목으로 점유하고 있
는데, 수유자는 점유를 피상속인측으로부터 이전받았을 수 있다. 즉, 피상속
인 스스로 자신이 유증한 목걸이를 수유자에게 인도하였거나 거꾸로 그가 인
도한 사람에게 ‘가져라(sibi habeto)’라는 문구의 물권적 유증을 통해 보유할
24) D. 33.2.17; Vat. fr. §90; D. 35.2.1.11
25) C. 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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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주었을 수 있다. 상대방의 협력에 의한 점유획득이 가능함을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posse heredem consequi, ut ei
restituatur(상속인은 그것을 반환받을 수 있고)”를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으

로 보는 전통적 견해26)에 대해서는 이견27)이 있다.
(3) 유증된 용익권 등을 점유한 경우

용익역권이나 사용역권이 유증되었는데, 수유자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점
유를 통해 유증된 권리의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고전기에 유증점유인도 특시
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서로 다른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바티칸 단
편 §.90에서 제시된 의견으로서, 수유자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quia non
possidet)”, 준점유를 다투는 다른 사례들에서 부동산점유방해금지 준특시명

령(utile interdictum Uti possidetis)과 폭력침탈부동산점유회복 준특시명령
(utile interdictum Unde vi)에 의해 해결하는 것처럼, 유증점유인도 준특시명

령의 활용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28)
Vat. fr. § 90 .... libro I de interdictis sub titulo “in eum qui legatorum
nomine, non voluntate eius cui bonorum possessio data erit, possidebit”. Si usu
fructu legato legatarius fundum nanctus sit, non competit interdictum adversus
eum, quia non possidet legatum, sed potius fruitur. Inde et interdictum “uti
possidetis” utile hoc nomine proponitur et “unde vi”, quia non possidet, utile
datur, vel tale concipiendum est : “quod de his bonis legati nomine possides
quodque uteris frueris quodque dolo malo fecisti, quominus possideres utereris
26) Lotmar, GQL, pp.93~95; Bas. 41.1.25(Heimbach Ⅳ, p.105); Schulting, Notae ad Digesta
(Leiden, 1804~35), Ⅴ 546(Lotmar, p.94에서 재인용)
27) Ubbelohde, EI, pp.180~183; Schirmer, Archiv fur civ. Prax. 87, pp.121~124(Lotmar, p.194에서
재인용). Ubbelohde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유산에 속하는 물건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데, 여

기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시에 이미 수유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이 특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Ubbelohde는 여기에서 인정되는 반환소권은 피상속인과 수유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개
별적인 계약소권(예를 들어, 사용대차계약 또는 임치계약 등)이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
한다.
28) Lotmar, GQL, pp.108~109; Ubbelohde, EI,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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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ereris”.
( …. “유산권이 부여될 자의 의사 없이 유증명목으로 점유할 자에 있어서”라는

제명의 특시명령 중의 제1권. 만약 용익역권이 유증되어 수유자가 토지를 획득하
면, 그에 대하여는 특시명령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유증물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용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점유방해금지 준특시명령 또한 이
명목으로 제시되고 또 폭력침탈부동산점유회복의 경우에도 (침탈자가) 점유하지 않
기 때문에 준특시명령이 주어지므로, 가령 이러한 형태로 (준특시명령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그대가 이 유산으로부터 유증명목으로 점유하거나 용익하고 있는
경우, 또 그대가 점유하거나 용익하지 않도록 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의 형태로.)

이에 대해서 울피아누스는, 한편으로 바티칸 단편 §.90의 저자와 마찬가
지로 이 경우에 ‘수유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지만(“Movet, quod neque usus fructus neque usus
possidetur, sed magis tenetur”), 결론에서는 “조심스럽게”29) 특시명령의 적

용을 인정한다.
D. 43.3.1.8. Unde est quaesitum, si usus fructus vel usus fuerit alicui relictus
eumque occupaverit, an hoc interdicto restituere sit compellendus. Movet, quod
neque usus fructus neque usus possidetur, sed magis tenetur : potest tamen
defendi competere interdictum. Idem dicendum est et in servitute relicta.
(그래서 용익역권이나 사용역권이 어떤 자에게 유증되어 그가 점유를 개시한

경우 이 특시명령에 의해 반환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용익역권도 사용역권도
점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유된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특시명령 인정설이 옹호될 수 있다. 지역권이 유증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말해야 한다.)

29) Lotmar, GQL, p.109. “potest tamen defendi competere interdi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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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바티칸 단편 § 90이 아니라 D. 43.3.1.8을 채
택함으로써 늦어도 이 시기에는 울피아누스의 견해가 전적으로 적용되게 되
었다.30)
(4) 유증보전 목적으로 사압류를 허여 받은 경우31)

유증보전 목적의 사압류에 의해서 유산일부를 압류한 수유자도 유증점유
인도 특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즉 유증명목으로 그것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로마 법률가들의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보이지만,32)
울피아누스는 이 경우에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인정하는 것이 안전할
(tutius)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담보가 제공된 이후에도 수유자가 계속 점유

하는 경우에는 특시명령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0) Ubbelohde, EI, p.161
31)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적 유증의 경우에 법정관은 상속인의 무자력으로부터 수유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수유자에게 ‘유증 보전을 위한 담보제공(cautio legatorum
servandorum causa)’을 하도록 강제하였다(D. 36.3.1.pr; Lenel, EP, p.369). 이를 지체할 경우 수
유자는 상속인과 더불어 상속재산 중의 물건을 점유하도록 지시되었는데, 이것이 유증보전 목적의
점유 부여로서의 사압류였다(missio in possessionem legatorum servandorum causa). 카라칼라 황

제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사압류를 상속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적용하였
다(소위 ‘missio Antoniniana’). 이에 따라 수유자의 청구 후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유증 지급을 위
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증보전목적의 사압류를 허여하였고, 사압류를 허여받은
수유자는 자신의 권리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사압류된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있었다.
Kaser, RPⅠ, pp.743~744;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1953),
‘Missio in possessionem Antoniniana’ 참조
32) Ubbelohde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증명목의
점유에 법적 점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압류에 의한 압류물을 허여받은 자는 소지하였
을(detinirte) 뿐이므로 유증명목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의 제공에 의해 사압류가 효력을
잃은 후에(D. 36.4.1.1) 그가 보유를 계속하여 그 결과로 단순한 소지자에서 법적 점유자로 되었을
때는, 그는 더 이상 유증명목으로 점유하지 않고 어떠한 권한도 없이, 즉 그저 점유자로서(pro
possessore) 점유한 것이다(D. 5.3.13.12). 결과적으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인정할 수 없었다.
Ubbelohde는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 법률가와 그 개소로 일응 가이우스(D. 36.3.11)
와 마르키아누스(D. 46.3.40)를 들면서, 이 법률가들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이 아닌, 별도의 금
지특시명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그는 또, 이 법률가들이 각
사례에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주체가 유산권자(bonorum possessor)
가 아닌 상속인(heres)이기 때문이며, 유산권자에게 유증목적의 사압류에 의한 압류물 보유자에 대
한 특시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Ubbelohde, EI, p.164. 그런데
Ubbelohde는 가이우스의 개소를 36권의 3장이 아닌 4장으로(표제도) 잘못 소개하고 있다(같은 면
주67, 책의 목차 ⅩⅠ, 280면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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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3.3.1.9 Quaesitum est, si quis legatorum servandorum causa missus sit
in possessionem, an hoc interdicto teneatur ad restitutionem. Movet illud
primum, quod non possidet is qui missus est in possessionem legatorum causa,
sed potius custodit, deinde quod praetorem habet huius rei auctorem. Tutius
tamen erit dicendum hoc interdictum competere, maxime si satisdatum sit iam
legatorum nomine nec recedat : tunc enim etiam possidere videtur.
(어떤 자[=수유자]가 유증보전목적으로 私압류를 허여받은 경우, 이 특시명령상

의 반환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우선 유증보전목적으로 私압류를 허여받은 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보관자라는 점, 다음으로 그는 법정관을 이 사안의 발령자로 가진
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시명령이 인정된다
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인데, 특히 이미 유증을 반환받기 위하여 담보제공되었
고 수유자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그 경우에는 점유까지도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유증보전 목적의 사압류에 대해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인정함으로써
이 특시명령의 적용 범위가 종래에 비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원래 상속인에 앞서서 점유를 개시한 수유
자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인으로서는 항상 점유취득(adipiscendae possessionis)
의 의미를 가졌다33). 그러나 유증보전 목적의 사압류 허여는 상속인이 이미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사압류를 허여 받은 수유자는 담보제공
(cautio)이나 지급을 받은 후에는 특시명령에 의해 압류물의 점유를 포기하

고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수유자가 점유한 상속재산 물건 전
부와 관계되며, 따라서 유증보전 목적의 사압류 허여 전에 상속인이 이미 점
유했던 상속재산물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시명령이 이렇게 사용되면
이제부터는 점유반환의 목적으로도(recuperandae possessionis causa) 사용
될 수 있다.
33) 이러한 특성은 D. 43.3.1.2에서도 확인된다. D. 43.3.1.2 “(Hoc interdictum) Est autem et ipsum
apiscendae possessionis ….(이 특시명령도 점유취득 특시명령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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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유자의 사압류는 상속재산 중에 있는 유증물에 한정되지 않고 상
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상속분 전체에 미친다(D. 36.4.13). 결과적으로 유증
된 물건과는 다르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유증점유도
특시명령의 대상으로 인정된다.34)
(5) 수유자의 상속인 및 승계인

수유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지
는가의 문제이다.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피고적격 내지는 피신청적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므로 특시명령의 신청 당시에 수유자의 상속인 또
는 승계인이 대상이 되는 유산중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43.3.1.10과 D. 43.3.1.13의 두 개소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개의 논점이 있다. ⓐ 양 개소(D. 43.3.1.10과 D. 43.3.1.13)의 관계는 어떻
게 이해해야 하는가? ⓑ 상속인이나 승계인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지는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특정승계인의 유증점
유인도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이 로마법 발전과정에서 언제 인정되었는가?
D. 43.3.1.10 Legatorum nomine non tantum ipsum possidere dicemus cui
legatum est, verum heredem quoque eius ceterosque successores.
(유증명목으로 점유하는 자는 수유자만이 아니고 그의 상속인 기타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D. 43.3.1.13 Illud tenendum, sive a te sive ab eo, in cuius locum successisti,
possideri aliquid coeptum est, interdicto huic locum fore. In locum successisse
accipimus, sive per universitatem sive in rem sit successum.
(너에 의하든 또는 네가 승계한 자[=피승계인]에 의하든 무엇인가가 점유되기

34) Lotmar, GQL, pp.111~112. Ubbelohde는 유증목적의 사압류에 의한 압류물에 대한 특시명령이
인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증명목의(legatorum nomine) 점유’와 ‘유증물로서의(pro legato) 점유’
가 일치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한다. Ubbelohde, EI,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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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 이 특시명령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포괄승계든 특정승
계든 “승계”로 이해된다.)

양 개소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Lotmar에 따르면, D. 43.3.1.10
에서 울피아누스가 설명하고자 한 것은, 수유자 자신은 점유를 취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죽고 그 이후에 상속인(승계인)이 상속받은 유증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유증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상속인(승계인)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
에 의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서 D. 43.3.1.13에서는 수유자가
유증명목의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그의 승계인에게도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
을 지움으로써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피신청적격에 관한 오래된 한계를
넘어선 것에 의미가 있다.35) 여기의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특
정승계인도 포함된다. Lotmar 이외의 다른 학자들은 양 개소의 적용범위를
특별히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다.36)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유증명목의 점유로 인해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지
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상속(포괄승계)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증명목의 점유가 그대로 상속인의 유증명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사망으로 점유는 중단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37) 유증명목의 점
유의 권원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Lotmar는 유증점
유인도 특시명령으로 소구된 상속인은 준특시명령(utilisierte Interdktsformel)
으로 규율된 것으로 추측한다.38) 어쨌든 Lotmar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

35) Lotmar, GQL, pp.118~119
36) Ubbelohde, EI, p.169; Lenel, EP, p.454 주3.
37) 중단된다는 견해 : Schulz, Classical Roman Law(Oxford : 1951), p.437 n.768; Kaser/Knütel/
Lohsse, RP(21판, 2017), §20.10. 이에 대해서 Kaser, RP Ⅰ, §95 Ⅳ 2(p.395) 참조
38) Lotmar가 예시로 제시한 준특시명령 문안 : “Quod de bonis L. Titi G. Sempronius, in cuius
locum successisti(oder cui heres extitisti), legatorum nomine non voluntate … possedit quodque
tu possides … .“ 문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증명목의 점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신청인은
승계인 또는 상속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Lotmar, GQL, p.121 주2. 이와 관련하여 Huschke는 1.13
개소와 1.10 개소로부터 ‘승계인’이 법정관 고시 자체에 직접 나오는 것으로 추론한다(Studien, S.
398 n.73 : Lotmar에서 재인용). 그러나 Lenel은 고시에 ‘승계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Huschke의 의견은 잘못이라고 한다. Lenel, EP, p.454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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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신청적격이 포괄승계인에 대해서 확장된 것은 D. 43.3.1.13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울피아누스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음으로, 유증점유의 특정승계는 매매, 교환, 혼인지참재산 설정 같은 계
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피승계인의 점유이전과 결부되어 있다. 특정승계
인은 많은 경우 자신의 점유가 별도의 권원에 의한 것이지 유증명목의 점유
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으로 소구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승계에 특정승계를 포함시킨 D. 43.3.1.13의 제2문은 유
스티니아누스 시대의 수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특시명령의 피신청적격의 확대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39)
Ubbelohde는 특정승계에 대해서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실

용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40)과 유증명목의 점유를 물건에 붙어 있는 속성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았다. 특히, Ubbelohde는 유증물 자
체의 점유뿐만 아니라 유산 중 어느 물건에 대한 유증목적의 사압류도 그
목적으로 점유된 물건에 대해 ‘유증명목으로 점유된 물건(res legatorum
nomine possessa)’의 속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이 속성은 최초의 점유자의

모든 권리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설명한다.41) 그는 더 나아가서 유증명목의
점유가 물건에 붙어 있는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것은 유증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래된 합법적 점유에 국한되지 않으
며, 그것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이든, 사실상 점유한 것이든, 점유개

39) Lotmar, GQL, pp.120~123
40) 수유자가 자력으로 유산중의 물건을 점유개시한 이후에 제3자에게 넘긴 경우, 특시명령에 의한 책
임을 이 승계인(제3자)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유산권자(상속인)가 이 물건을 제3자의 수중으로부터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제3자는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한 특정 권원에 기해서 정당하게 점유
하므로 그에 대해서 상속상의 특정소권이나 유산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산권자(상속인)는 수유자가 악의로 점유를 그만둔 경우이므로 수유자에 대해서만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건 자체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특시명령의 효과
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도 수유자의 급부능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Ubbelohde, EI, pp. 169170. 이에 대해서 Lotmar는 특정승계인에 대해서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필요성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Lotmar, GQL, p.122 주1
41) Ubbelohde, EI,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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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로부터 매개하는 법률관계 없이 물건의 점유를 취탈한 자도 유증점유인
도 특시명령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42)
그러나 Ubbelohde의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사압류에 의하여 유
산물을 점유개시한 경우에 인정되는 ‘유증명목의(legatorum nomine) 점유’
가 대상물 자체에 ‘유증명목으로 점유된 물건’의 속성을 부여한다는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특히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이든, 사실상 점유
한 것이든, 점유개시자로부터 매개하는 법률관계 없이 물건의 점유를 취탈한
자도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
다. 이러한 경우까지 이를 ‘유증명목의 점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점
유자는 그저 점유자로서(pro possessore) 점유하므로, 상속재산반환청구나
유산점유인도 특시명령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43)
(6) 신탁수유자(신탁유증수익자)

신탁수유자가 유산중의 물건을 신탁유증을 명목으로 점거한 경우에도 유
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일찍이 아우구스투스가 신탁유
증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부여하였으므로 신탁유증의 경우에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이 확장되어 적용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적용된
시기를 둘러싸고, 특히 고전기에 적용되었는지에 관해서 견해가 나누어진다.
다수의 견해는 고전기에 신탁유증의 경우에도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이 인
정되었다고 한다.44) 다만, Ubbelohde는, 전거로 드는 D. 30.1의 출처가 울피
아누스의 뺷고시주해뺸 제67권이므로 이 개소의 문장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
령에 관한 설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울피아누스의 저술에
서는 D.30.1이 현재의 위치에서 지니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한다. 즉, 원래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대하여 신탁유증을 유증
과 같이 취급하였음을 표현하였을 것이라고 한다.45)
42) Ubbelohde, EI, p.170
43) 동지. Lotmar, GQL, pp.122~123
44) Ubbelohde, EI, pp.174~176; Friedrich Ludwig Keller, Institutionen : Grundriss und Ausführungen
(Leipzig : 1861), p.341; Lenel, EP, p.454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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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0.1 Ulp. 67 ad ed. Per omnia exaequata sunt legata fideicommissis.
(모든 점을 통해서 유증은 신탁유증과 같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Lotmar는 고전기에 신탁유증에 대해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
령이 확장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거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Lotmar는 D. 30.1의 문언을 신뢰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일반
적인 개념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이후에 더욱 일반적
인 의미가 부여된 것일 수도 있고, 특히 특시명령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 문언과는 반대로 신탁유증이 유증과 같게 취급되었다고 한다. 그는 신탁
유증에 대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확대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증
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284-305)의 칙법 C.8.3.1.1이라고 한다.46)
C. 8.3.1 (a. 293) Heredi scripto satis idonee lege Falcidia, si exhausta legatis
successio probetur, per quartae retentionem prospectum est. 1. Unde si legatarius
vel fideicommissarius non consentiente patre tuo, quem adseveras testatori
successisse et bonorum possessionem accepisse, relicta sibi legata vel
fideicommissa detinuit, secundum sententiam interdicti, quod adversus legatarios
scriptis heredibus propositum est, oblata satisdatione, quam praestari oportet,
in possessione constitui, ut ita retentione competenti utaris, experiri potes.
(지정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유증에 의해서 소진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팔키

디우스법으로 그 1/4의 보유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1. 그러므로 만약 수유
자나 신탁수유자(신탁유증의 수익자)가,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유언자를 상속했고
또 유산권을 획득한 당신의 아버지의 동의 없이, 그에게 유증이나 신탁유증으로 맡겨
진 것을 점거한다면, 당신은, 수유자에 반대하여 지정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특시명령의 취지에 따라, 주어져야 할 만큼 담보를 제공한 후에, 점유하도록 지정되
어 그 결과 당신이 당신에게 속하는 보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제소할 수 있다.)
45) Ubbelohde, EI, pp.174~175. Rudorff, Ed. Perp., p.205 n.2(Ubbelohde p.174에서 재인용)
46) Lotmar, GQL,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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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 칙답을 통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수유자에 반대하여
지정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진(quod adversus legatarios scriptis
heredibus propositum est)” 특시명령이 문구 자체로는 신탁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시명령의 ‘취지’에 따라서(secundum sententiam
interdicti)”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47)
2) 상속인의 의사 없이 점유 취득

수유자가 유증물을 상속인의 의사 없이 점유하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
에 의한 책임을 진다. 바꾸어 말하면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서 점유하면 유증
점유인도 특시명령이 배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개소가 중요한 사항을
전해준다.
D. 43.3.1.11 Quod ait praetor “voluntate eius, ad quem ea res pertinet”, ita
erit interpretandum, ut, si post aditam hereditatem vel bonorum possessionem
adgnitam voluntas accommodata est legatario, ut possideret, interdictum cesset
: quod si ante aditam hereditatem bonorumve possessionem adgnitam hoc
factum est, rectius dicetur eam voluntatem non nocere debere.
(법정관 고시 가로되 “그 물건이 속하는 자의 의사로”는, 상속승인 또는 유산권

승인 후에 수유자가 점유하라는 [상속인 또는 유산권자의] 의사가 주어진 경우 이
특시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승인이나
유산권 승인 전에 이것이 행해진 경우 이러한 의사는 [특시명령 발령에] 해가 되어
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개소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유산권자가 상속승인 또는 유산권의 승인 후
에 표명한 동의만이 특시명령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에 반해서 상속승인 또
는 유산권 승인 이전에 미리 표시한 동의는 특시명령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

47) Lotmar, GQL, p.124. Ubbelohde, EI,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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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non nocere debere). 상속인(유산권자)의 동의가 점유취득의 시기에 있
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나중에 표명되더라도 동일하게 특시명령은 배제된다.
반면에 처음에(점유취득 시) 행한 동의를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일단 배제된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다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48)
여기서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non ex voluntate illius)”의 문언은 유증
점유인도 특시명령의 항변사유로 해석해야 한다. 즉, 특시명령 배제사유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특시명령의 신청자에
게 있지 않고, 거꾸로 특시명령을 방어해야 할 피신청자가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49)
Lenel은 이 개소의 “non voluntate eius, ad quem ea res pertinent(그 물건

이 속하는 자의 의사 없이)”의 문구가 원래의 고시에 있었던 “non voluntate
eius, cui ex edicto bonorum possessio data est” 대신 수정 삽입되었다고

주장한다.50)
3) 점유를 상실하도록 악의로 행위한 경우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은 실제의 유증점유자뿐만 아니라 의제된 유증점유
자, 즉 상속인에게 점유를 반환하는 대신에 악의로 점유를 다시 포기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관련된 개소 중에 D. 43.3.1.7과 Vat. fr. §90이 있다.

48) D. 43.3.1.14 Prodest autem possedisse, quotiens voluntate eius, ad quem ea res pertinet,
possideri coeptum est : sed et si postea voluntas accessit eius, ad quem ea res pertinebat, tamen
prodesse possessori debere. Unde si quis coepit quidem ex voluntate eius, ad quem ea res
pertinet, possidere, postea vero voluntas non perseverat, nihil nocet, quia semel possideri coepit
ex voluntate. (그런데 그 물건이 속하는 자의 의사로 점유되기 시작하는 한, 점유하는 것은 이롭다.
그 물건이 속한 자가 후에 동의한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이로워야만 한다. 그리하여 어떤 자가 실로

그 물건이 속하는 자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나중에 그 의사가 지속하지 않는 경우 아무
런 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의사로 점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9) Ubbelohde, EI, p.157.
50) Lenel은 이 주장의 근거로 ① 법정관으로서는 눈에 띄게 색깔 없는 ‘그 물건이 속하는 자(ad quem
ea res pertinent)’를 여기에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울피아누스의 고시주해로부터
받아들여진 개소들에서 ‘그의 의사 없이(non voluntate eius)’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데에
(D. 43.3.1.11, 12, 14, 15) 비해 정작 설명이 필요한 ‘그 물건이 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정황을 든다. Lenel, EP, p.453. Ubbelohde는 이에 동의. Ubbelohde, EI,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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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3.3.1.7 Quod ait praetor “aut dolo desiit possidere”, sic accipere debemus
“desiit facultatem habere restituendi”.
(법정관 고시 가로되 “또는 악의로 점유를 그만둔 것”은, “반환할 수 있는 능력

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바티칸 단편 §90의 저자는 이 경우를 규율하는 특시명령의
문구를 “점유하지 않도록 악의로 행위한 경우에도(quodque dolo malo
fecisti quominus possideres)”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악의로 점유를 그만둔’ 것에는 완전한 점유의 포기뿐만 아니라
수유자가 법적으로는 점유하지만 소지는 제3자에게 넘겨서 즉각적인 반환
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예를 들면, 사용차주에게 넘긴 후 사용권한이
지속되는 동안이나, 임차인에게 넘긴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포
함된다.51)
이 경우를 나타내는 고시문 복원문언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Lenel은 D.
43.3.1.7의 표현(“aut dolo desiit possidere”)은 부정확하다고 하면서52) 특시

명령의 복원문언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53) Vat. fr. §90의 표현을 채택
하였다. 이에 대해 Lotmar는 Vat. fr. §90 쪽의 표현이 더 광의로서 악의에
의한 점유 불취득도 포함하는데, 여기에서는 점유의 불취득은 문제되지 않으
며, 또 D. 43.3.1.7에서 법정관 고시의 표현임을 명언하고 있고,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점유인도 특시명령의 표현 등과도54) 부합하므로 “dolo desiit
possidere”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55)

51)
52)
53)
54)
55)

Ubbelohde, EI, p.159.
Lenel, EP, p.454 주4.
Ⅱ. 1의 고시복원문 참조.

유산점유인도 특시명령의 문언 : “dolo malo fecisti, uti desineres possidere”(D. 43.2.1).
Lotmar, GQL,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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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제공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산권자(상속인)가 유증의
급부에 충분한 유증명목의 담보를 제공(satisdatio legatorum nomine)하거나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데에 유산권자(상속인)의 귀책이 없어야 한다.
D. 43.3.1.16 Quod ait praetor “[nisi]<si Mommsen> satisdatum sit”, accipere
debemus “si perseveret satisdatum”, scilicet ut, si non perseveret cautum, mittatur
in possessionem legatorum servandorum causa.
(법정관 고시 가로되 “[신청인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경우”란, “담보가 유지되는

경우”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담보가 유지되지 않으면, [수유자에게] 유증보전목
적 私압류가 부여된다.)

D. 43.3.2.1 Quod ait praetor “si per bonorum possessorem non stat, ut
satisdetur”, sic accipimus, si paratus sit satisdare : non ergo offerre debet
satisdationem, sed petenti satis moram non facere.
(법정관 고시 가로되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데에 유산권자를 탓할 수 없는 경

우”56)란 담보제공할 채비가 있는 경우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담보를 [청구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를 청구하면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수유자가 단순한 구두의 담보로 만족했다면 특시명령은 동일하게
구속력이 있고, 만약 수유자가 보증 대신에 그에게 제공된 담보물을 거절하
였다면 특시명령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한다.57)

56) 이 번역은 Ⅱ.1.의 고시문 번역을 따랐다.
57) 이 해석에 따르면 유증의 담보(cautio legatorum)는, 법정관 방식의 담보제공은 보증인설정을 통해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D. 46.5.7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Ubbelohde, EI, p.146.
D. 46.5.7 Ulp. 14 ad ed. Praetoriae satisdationes personas desiderant pro se intervenientium et neque
pignoribus quis neque pecuniae vel auri vel argenti depositione in vicem satisdationis fung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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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3.3.2.3 Si legatarius repromissione contentus fuit, dandum est
interdictum. Idem dicendum est, si legatarius pignoribus noluit sibi caveri.
(수유자가 담보확약으로 만족한 경우, 이 특시명령이 부여되어야 한다. 수유자가

담보물로써 자신에게 담보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말
해야 한다.)

‘유증 명목의 담보제공(satisdatio legatorum nomine)’은 특시명령의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되는 전제조건이자 필수적 조건으로서 결코 수유자 측이 원
용할 수 있는 ‘항변사유’에 머물지 않는다. 또 상속인이 특시명령의 발령 이
전에 자신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했든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다. 즉, ‘담
보제공이 있을 것(satisdatum esse)’과 ‘담보 제공에 있어서 원고에게 귀책이
없을 것(per actorem non stare, ut satisdetur)’은 특시명령이 개시되는 시점
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58)

Ⅲ. D. 43.3.1.5의 해석에 관한 견해
서론에서 보았듯이 울피아누스는 이 개소에서 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해
서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개소의 해석과 관련한 기
존의 견해를 살펴본다.

1. Ubbelohde의 견해
Ubbelohde는 사인증여를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미 이행된 경우와 실제의

이행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일어나는 채권적 사인증여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요약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수증자에게 이전된 목적물이 원천적으로 유

58) Ubbelohde, EI,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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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후
자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약속된 물건을 점유개시하면 그
는, 다른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청구권원에 기해서 점유하는 것처럼, 수증물
로서(pro donato) 점유하는 것이므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대상
이 아니라고 한다.
상술하면, Ubbelohde도 해당 개소(D. 43.3.1.5) 문언의 외관상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사인증여에 확대 적용한 팔키디우스법 때문에 유증점유인
도 특시명령이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유증과 신탁유증에는 바로 동일한 법률 때문에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이 적
합한 것으로 허용되는 반면59)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바로
거부되어야 하는(utique cessabit)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울피아누스가 유증의 경우에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인정할 근거를,
그 특시명령이 유증의 유효성을 다투는 유산권자에게 피청구적격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찾았는데60),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왜 그가 동일한 고
려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임에도 울피아누스가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은 단지 특시명령의 불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유증과 사인증여 간의 본질적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61)
그는 우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과 수증자간의 법률행위로서, 피상속인이
증여물을 조건부로라도 수증자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생전에 사인증여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이
유산점유인도 특시명령(Quorum bonorum)처럼 유산권자(상속인)에게 확실
한 유체물의 유산중의 존속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인

59) 앞의 Ⅱ. 3. 1) (6)의 C. 8.3.1 (a. 293) 참조.
60) D. 43.3.1.2 [ … ] Etenim aequissimum praetori visum est unumquemque non sibi ipsum ius
dicere occupatis legatis, sed ab herede petere : [ … ] ( …. 즉 누구든지 유증물을 점거함으로써
자신에게 그것의 권리가 있다고 自判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서 청구하는 것이 법정관에게
지극히 공평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 )
61) Ubbelohde, EI,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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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해 이미 수증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 물건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한다. 이 물건은 전혀 유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62)
그는 이러한 사례 이외의 사인증여의 경우, 특히 채권적 사인증여의 경우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인증여의 실현은, 유증과는 대조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유증의 효력이 상속인을 상
대로 하여 비로소 개시되는 것에 비해서, 사인증여는 유산 자체에 부담을 지운
다. 특히, 채권적 사인증여는 이 점에서 다른 개별 상속채무(Erbschaftschuld))
와 완전히 동일하다. 즉, 그로부터 나오는 의무는 상속개시(Erbantritt)와 더
불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채무를 상속인이 인수한
다. 수증자가 死因으로(mortis causa) 약속된 물건을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비점유상태의 유산으로부터 자력으로 점유개시하면, 그는 그것을 다름아닌
수증물로서(pro donato) 점유한다. 마치 각 상속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
를 부담하는 유산중의 물건을 점유개시할 경우 그가 자신의 청구권원에 근거
해서 점유하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해서도 입법론으로는 유증과 사인증여와
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효력으로 수유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상속인에게 주었던 권리를 사인증여의 수증자를 상대로 해
서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로마인들은 이 경우에 의례적인 고려를
하는 데에 그쳤다.63)
팔키디우스 법이 사인증여에 확대 적용된 후에도 그것이 법을 변경할 만
한 동기가 되지 못했다. 팔키디우스 법은 완전법(lex perfecta)이므로64) 너무
많이 준 것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상속인은 사인증여를 통해 피상속인으로
부터 이미 넘겨진 물건에 대해, 자신에게 남아있는 소유권 지분을 즉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Ubbelohde에 따르면, 결국 D. 43.3.1.5 개소의 종결문장
(quia 이하)은 결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이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 근

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65)
62)
63)
64)
65)

Ubbelohde, EI, pp.177~178.
Ubbelohde, EI, pp.178~179.
완전법에 관해서는 Ⅳ. 2. 4) 주126 참조.
Ubbelohde는 Schulting이 Notae ad Digesta에서 ‘quia’의 유사한 용례로 D. 39.1.3.2를 들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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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belohde의 견해는 상세하고 분석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돋

보이지만, 저자 본인도 인정하듯이 quia로 시작하는 문장이 사인증여에 대해
서 유증점유인도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남는다.

2. Lotmar의 견해
Lotmar의 견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인증여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상속인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유증점유인도 특시
명령의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상술하면, Lotmar도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배제에 관
하여 D. 43.3.1.5 개소에서 제시된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는 유증에도 그대로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수유자에 대하
여 팔키디우스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시명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행사할 수 없는 근거에
관하여, 몇몇 후대 학자들(Ubbelohde, Keller, Cohen)이 법률관계로부터 추
론하여 행한 설명도, 울피아누스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66)
소개한다. Ubbelohde, EI, p.179 주89a).
D. 39.1.3.2 Ulp. 52 ad ed. Quod si socius meus in communi insula opus novum faciat et ego
propriam habeam, cui nocetur, an opus novum nuntiare ei possim? et putat Labeo non posse
nuntiare, quia possum eum alia ratione prohibere aedificare, hoc est vel per praetorem vel per
arbitrum communi dividundo : quae sententia vera est.
(그런데 만약 나의 공유자가 공유하는 집에 새로운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내 고유의 소유물이 있을 경우에, 그에게 새로운 공사에 관하여 [중지하도록] 통지할 수 있을
까? 라베오는 통지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즉 법정관에게 호소하거나 공유물
분할소송을 통해서 그가 공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옳다.)
그러나 설혹 quia가 팔키디우스법이라는 대안적 수단이 있어서 반드시 특시명령으로 상속인을 보
호할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고, Schulting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와 유사
한 용례가 있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같은
사정, 즉 대안적 수단(팔키디우스법)이 있으므로 특시명령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사정은 유증의 경
우에도 동일하지만, 유증에는 특시명령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66) Lotmar, GQL,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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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mar 자신은 다음과 같은 점이 특시명령을 사인증여에 확대적용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인증여의 취득은 상속재산의 비용
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인증여 대상물이
수증자에 의해 점유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관심
은 그렇게 자주 또 크게 표출되지는 않아서, 법정관이 특시명령을 취급함에
있어서 미리 그것에 관해서 고려할 마음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다. 법학자들
도 전승되어온 특시명령의 해석이나 수용을 통해서 그러한 관심을 고려할 정
도의 동기를 가지지는 않았다. 실무상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준특시
명령(utile interdictum)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실제로는 그
렇게 하지 않았다). Lotmar는 울피아누스가 어떠한 유보의견도 없이 특시명
령을 충분치 않은 이유로 배척하였다면, 앞에서 말한 바로 그 실무상 중요성
의 결여가 이론의 결함을 초래하였을 수 있다고 한다.67)
Lotmar의 견해는, 실제로 사인증여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Keller의 견해
Keller는 사인증여의 실체적 성격이 유증과 다르고 특시명령에 대한 상속

인의 필요가 절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즉, 사인증여로부터 점
유하는 사람에게는 특시명령이 문언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를 상대로 해서는
준특시명령도(utiliter)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단순한 해석을 통해서는 적용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사인증여는 원래 그 실체적
성격이 유증과 달라서, 반드시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비록 상속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종종 피상속인
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하며, 유증을 위한 담보제공(cautio legatorum)을 통해
수유자에게 주어지는 보장도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67) Lotmar, GQL,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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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특시명령에 대해 상속인이 느끼는 절박
한 법적 필요성은, 특히 팔키디우스법상의 1/4몫에 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배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68)

4. Cohen의 견해
Cohen은 상속인에게 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부여하면 피상속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
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그 밖에도 사인증여는 목적물이 유산으로부
터 비로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재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증여자
의 사망순간에 수증자에게 이전하며 제3자의 중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사인증여가 유증에 비해서 가지는 성격상 차이점에 주목한다.69)
이 견해는 사인증여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 설명 과정에서 특시명령이 부
정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울피아누스의 이 개소에서 팔키디
우스 법의 적용효과가 특시명령의 거부사유로 제시되는 점에 대한 설명은 하
고 있지 않다.

5. Wacke의 견해
Wacke는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특시명령의 발령요건인 ‘某某의 의사 없이
(non voluntate illius)‘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시명령의 적

용을 부정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Wacke는 팔키디우스 법의 효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증물 또는 증여

물의 점유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이미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넘어가 있는
사례로서 D.35.2.26.pr(스카이볼라)70)과 이 개소(D.43.3.1.5)를 든다. Wacke
68) Keller, Institutionen, p.342.
69) Alfred Cohen, Die Lehre des römischen Rechtes von Schenkung von Todeswegen(München :
1878), pp.162~163.
70) 이 개소는 Ⅱ. 3. 1) (2)에 소개되어 있다.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 사례연구

233

는 양 사례에서 모두 상속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이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울피아누스만이 특시명령을 부정한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
이라는 비판에 대해 방어하면서, 울피아누스가 이 개소의 사인증여에 대해서
특시명령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某某의 의사 없는(non voluntate illius) 점
유”의 인정이 스카이볼라의 사례에 비해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으로 팔키디우스법의 효과로 부여되는 소유물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을
통해서 상속인의 이익이 충족되기 때문에, 울피아누스가 부정적 결과에 그만
큼 쉽게 만족하였을 것이라고 한다.71)
Wacke의 견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점유한 경우에도, 통상 유산권

자 또는 상속인의 의사로 해석하는 ‘모모의 의사로(voluntate illius)’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6. 소결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 유증점유인도 특시
명령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개소의 표현에 충실하게 팔키디
우스법상의 1/4몫이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찾는 대신 ① 상속인의
유산 확보라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목적에 비추어본 사인증여 수증자
의 점유의 특성에서 찾거나(Ubbelohde) ② 실제의 관심 내지 요구의 저조
(Lotmar) 또는 ③ 사인증여가 유증과는 실체적 성격 다르다는 점에서(Keller,
Cohen) 찾는다. 다만, Keller와 Wacke는 팔키디우스 법상의 몫이 상속인에

게 남는 점이 특시명령을 부정하는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팔키디우
스법이 사인증여에도 유증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의 견해들이 특시명
령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를 팔키디우스법 보다는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를
비롯한 그 이외의 이유에서 찾으려고 하는 기본적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며,
견해에 따라서는 특시명령이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71) Andreas Wacke, “Die Rechtswirkungen der lex Falcidia”, in ‘Studien im römischen Recht’,
(Berlin : Duncker & Humblot, 1973), p.225 주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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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견해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첫째로, 유
증점유인도 특시명령 고시문의 ‘유증명목으로(legatorum nomine) 점유’라는
문구가 갖는 비중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 사인증여와 유증과의 실체적
성격의 차이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들도, Keller를 제외하면, 고시문 규정 자
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특시명령은 기본적으로 법정관 고시
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법정관의 명령으로서 고시에 명문으로 규정된 발령요
건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그 적용범위 또한 엄격하게 다루어졌을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견해들은 사인증여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동태적 성격을
등한시하고 있다. 사인증여가 로마에 언제 어떠한 형태로 등장해서,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로마법 자체의 오랜 역
사를 생각하면 로마법상의 제도를 검토할 경우 당연히 그 제도의 발전과 변
화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고찰대상인 개소에 관해서도 원저
자인 울피아누스 시대(활동시기 : 190-223)에 행해졌던 사인증여의 형태와
법적 성격에 대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사인증여의 유형과 활용
로마에서 실제로 행해진 사인증여의 형태와 기능 및 법적 성격, 이에 대한
유증 관련 제한 규정의 적용과정을 살펴본다.

1. 사인증여의 유형
1) 사인증여의 등장

로마법상 사인증여의 사용사례가 확인되는 것은 공화정 후기 이후라고 하
는 견해72)가 있는가 하면 기원 전 1세기 후반부터로 보는 견해73)가 있다.
전자의 견해 중에서 푸리우스법(B.C. 204-169년 사이)74)과 보코니우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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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169년)75)에서 ‘사인취득(mortis causa capere)’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

을 근거로 기원전 2세기 초반에 이미 사인증여가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76) 이에 대해서는 ‘사인취득’의 표현만으로 곧바로 사인증여
의 존재를 추론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다.77) Rüger는 최초의 신뢰할 수
있는 전거는 D. 44.4.4.1과 D. 39.6.43라고 한다.
D. 44.4.4.1 Ulp. 76 ad ed.78) Iulianus scribsit, si quis, cum aeger esset, centum
aureos uxoris suae consobrino spopondisset, volens scilicet eam pecuniam ad
mulierem pervenire, deinde convaluerit, an exceptione uti possit, si conveniatur.
et refert Labeoni placuisse doli mali uti eum posse.
(율리아누스가 적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의 아내의 이종종형제

에게 금화 100냥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그 돈이 아내에게 돌아가도록 명시적으로
희망하였는데, 그 후에 그가 회복하였다면, [돈을 주도록] 제소되었을 때 항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하였다. [율리아누스는] 라베오가 그가 악의의 항변을 제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취하였다고 보고한다.)

D. 39.6.43 Ner. 1 resp.

79)

Fulcinius : inter virum et uxorem mortis causa

donationem ita fieri, si donator iustissimum mortis metum habeat. Neratius :
72) Kaser, RPⅠ, p.763
73) David Rüger, Die donatio mortis causa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Berlin : Duncker &
Humblot, 2011), p.23(이하에서 d.m.c.로 인용); Pascal Simonius, Die Donatio Mortis Causa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Basel : 1951), p.241(Rüger, d.m.c., p.23에서 재인용, 이하에서
DMC로 표기).
74) 내용에 관해서는 Gai. Ⅱ. 225; 최병조, 앞의 책(주2, 논고), 214~215면 참조
75) 내용에 관해서는 Gai. Ⅱ. 226; 최병조, 앞의 책(주2, 논고), 215면 참조
76) Félix Senn, Études sur le droit des obligations, Tome premier, Ⅰ. : Étude d’un acte juridique
causal : la donation à cause de mort(Paris : 1912), p.20~23(Rüger, d.m.c. p.23에서재인용);
Kaser, RPⅠ, p.764; Manfred Harder, Zuwendungen unter Lebenden auf den Todesfall(Duncker
& Humblot, 1968), p.64(이하에서 Zuwendungen으로 인용)
77) Rüger, d.m.c., p.23; Amelotti, lemma “donatio mortis causa”, NNDI Ⅵ, p.223(Rüger, d.m.c.,
p.23에서 재인용)
78) 율리아누스 : 106년경-170년경; 라베오 :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활동.
79) 네라티우스 : 57년경-133년 이후; 풀키니우스 : 1세기 후반기 인물로 추정(Wolfgang Kunkel,
Herkunft und soziale Stellung der römischen Juristen(Graz : 1967),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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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ere existimationem donantis hanc esse, ut moriturum se putet : quam iuste
nec ne susceperit, non quaerendum. quod magis tuendum est.
(풀키니우스가 말하기를, 부부간의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아

주 정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네라티우스는 증여
자의 판단이 자신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가 얼마나 정당하게
예상하였는지 아닌지는 심리할 바 아니다. 이 것이 더 지지할 만하다고 한다.)

팔키디우스 법(B.C. 40),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제정된 혼인관련 법
률인 율리우스 법(B.C. 18)과 파피우스 포파이우스 법(A.D. 9)에는 사인증여
에 대한 언급이 없다. 상속법과 관련되는 여러 제한 규정들의 사인증여에 대
한 적용은 주로 기원 후 2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에 관해서는 유증제한규정의 적용 확대에 관한 설명에서 보기로 한다.
2) 사인증여를 하는 동기와 형태

로마법상 사인증여는 왜 했으며, 또 어떠한 형태로 했을까? 다음 개소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D. 39.6.1 Marcian. 9 inst. Mortis causa donatio est, cum quis habere se vult
quam eum cui donat magisque eum cui donat quam heredem suum. 1. Sic et
apud Homerum Telemachus donat Piraeo.
(사인증여는 어떤 사람이 수증자보다 자신이 가지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상속

인보다 수증자가 가지기를 더 원하는 경우이다. 1. 또 Homer의 경우에
Telemachus가 Piraeus에게 이렇게 증여한다.)

D. 39.6.2 Ulp. 32 ad Sab. Iulianus libro septimo decimo digestorum tres esse
species mortis causa donationum ait, unam, cum quis nullo praesentis periculi
metu conterritus, sed sola cogitatione mortalitatis donat. aliam esse speciem
mortis causa donationum ait, cum quis imminente periculo commotus ita do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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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statim fiat accipientis. tertium genus esse donationis ait, si quis periculo motus
non sic det, ut statim faciat accipientis, sed tunc demum, cum mors fuerit
insecuta.
(율리아누스는 자신의 학설휘찬 제17권에서, 사인증여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고 한다. 첫째, 어떤 사람이 어떠한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다만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증여를 하는 경우이다.
그는 다른 종류의 사인증여는 어떤 사람이 임박한 위험에 직면하여 즉시 수증자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라고 한다. 세번째 종류의 증여는 만약
그가 위험을 염려하여, 즉시 수증자의 소유가 되도록 주지 않고 죽음이 [증여자에
게] 찾아왔을 때 그[=수증자]의 소유가 되도록 주었을 경우라고 한다.)

D. 39.6.35.4 Paul. 6 ad leg. Iul. et Pap. Mortis causa donatio fit multis modis
: alias extra suspicionem ullius periculi a sano et in bona valetudine posito et
cui ex humana sorte mortis cogitatio est : alias ex metu mortis aut ex praesenti
periculo aut ex futuro, si quidem terra marique, tam in pace quam in bello
et tam domi quam militiae multis generibus mortis periculum metui potest. nam
et sic potest donari, ut omnimodo ex ea valetudine donatore mortuo res non
reddatur, et ut reddatur, etiamsi prior ex eadem valetudine decesserit, si tamen
mutata voluntate restitui sibi voluerit. et sic donari potest, ut non aliter reddatur,
quam si prior ille qui accepit decesserit. sic quoque potest donari mortis causa,
ut nullo casu sit repetitio, id est ne si convaluerit quidem donator.
(사인증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죽음에 대한 예상

없이 온전한 정신으로 또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고 인간의 운명인 죽음을 인식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또는 현재의 위험이나 미래
의 위험에 직면하여 이루어지는데, 육지와 바다에서 또 평화로운 때와 같이 전장에
서도 또 집에서와 같이 군대에서도 등등 많은 종류[의 이유]에서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증여될 수 있다. 즉, 증여자가 병으로
죽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도록, 또 같은 병으로 그가 죽기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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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마음을 바꿔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에게 반환되도록. 또
수증자가 그[=증여자]보다 먼저 죽을 경우 이외에는 반환되지 않도록 증여될 수
있다. 또 사인증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반환청구]되지 않도록, 즉 심지어 증여
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도 회복되지 않도록 행해질 수도 있다.)

D. 39.6.31.2 Gai. 8 ad ed. provinc. Sine donatione autem capitur veluti
pecunia, quam statuliber aut legatarius alicui condicionis implendae gratia
numerat, sive extraneus sit qui accepit sive heres. eodem numero est pecunia,
quam quis in hoc accipit, ut vel adeat hereditatem vel non adeat, quique in
hoc accipit pecuniam, ut legatum omittat. sed et dos, quam quis in mortem
mulieris a marito stipulatur, capitur sane mortis causa : cuius generis dotes
recepticiae vocantur. rursus id, quod mortis causa donatur, aut in periculum
mortis datur aut cogitationem mortalitatis, quod nos quandoque morituros
intellegimus.
( ……. 또한 사인증여된 것, 즉 죽음의 위험에 처하여 주어지거나 우리들은 언젠

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으로 주어진 것도
포함된다.)

I. 2.7.1 Mortis causa donatio est, quae propter mortis fit suspicionem, cum
quis ita donat, ut, si quid humanitus ei contigisset, haberet is qui accepit : sin
autem supervixisset qui donavit, reciperet, vel si eum donationis paenituisset aut
prior decesserit is cui donatum sit. [ …. ] et in summa mortis causa donatio
est, cum magis se quis velit habere, quam eum cui donatur, magisque eum cui
donat, quam heredem suum. sic et apud Homerum Telemachus donat Piraeo.
(사인증여는 죽음을 예상하는 경우에 하는 증여이다. 그는, 만약 그가 죽을 경우

수증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 증여자가 살아 남거나 그가 증여를 후회하거
나 또는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그가 돌려받는 내용으로 증여한다. [ …. ]
그리고 요약하면 사인증여는 어떤 사람이 수증자보다 자신이 가지기를 더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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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의 상속인보다 수증자가 가지기를 더 원할 경우이다. 또 Homer의 경우에
Telemachus가 Piraeus에게 이렇게 증여한다.)

로마인들은 사인증여를 왜 했을까? 마르키아누스는 “어떤 사람이 수증자
보다 자신이 가지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상속인보다는 수증자가 가지기를
더 원하는 경우”에 사인증여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신 > 수증자 > 상속
인’의 순으로 가지기를 원한다는 설명이다. 사인증여에 관한 장의 첫 개소에
소개되어 있고 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학제요 중 사인증여를 설명하는
I. 2.7.1의 마무리 부분에 요약의 형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로마법상

행해진 사인증여의 동기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80) 이
것만으로는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로마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사인증여
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제시한 학설휘찬 개소들을 종합하면, 로마법상 주로 행해진 사인증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로, 구체적인 죽음의 위험 없이 ‘누구나 언젠가
는 죽는다는 인식만으로(sola cogitatione mortalitatis)’ 사인증여를 하는 경
우이고, ② 둘째는, 현존하는 위험이나 임박한 위험에 직면하여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증여하는 경우로서, 이 유형은 즉시 이행되는 경우와 증여
자의 사망시에 비로소 이행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81) 로마법상 가장 오래
되고 또 고전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사인증여의 유형은 두번째 중에서 즉시
이행되는 유형이었다.82) 마르키아누스의 개소(D. 39.6.1)와 이를 받아들인
법학제요의 개소(I. 2.7.1) 모두에서 호머의 오딧세이에서 나오는 ‘텔레마쿠
스의 증여’83)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서도 구체적인 죽음의 위험에 직
면하여 행하는 증여가 일찍부터 그리고 자주 행해진 사인증여의 형태임을 나
타낸다.84) 이러한 전통적인 사인증여를 하는 일차적 동기는, 죽음의 위험을
80)
81)
82)
83)
84)

Kaser, RP Ⅰ, p. 764 주2; Rüger, d.m.c., p.21.
최병조, ｢사인증여의 개념과 법적 성질｣, 뺷민사판례연구뺸 29권(민사판례연구회, 2007), 822면.
Kaser, RPⅠ, p.764; Rüger, d.m.c., p.23.
Homeros의 Odysseia 17, 74-83. 이에 관해서는 최병조, 앞의 글, 825면 참조
로마에서 전통적인 유형의 사인증여에서의 死因은 ‘죽음을 염두에 둔’ 또는 ‘죽음이 계기가 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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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서 수증자에게 목적물을 주지만 죽음의 위험이 사라지면 돌려받도록 하
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위험의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위탁보관의 목적85)이라
고 할 수 있다. D. 39.6.1의 마르키아누스의 설명 중 “수증자보다 자신이 가
지기를 원하고”의 부분에 해당되는 동기이다.
다른 형태의 사인증여, 즉 구체적인 죽음의 위험은 없지만 소위 ‘언젠가는
죽는다는 인식만으로(sola cogitatione mortalitatis)’ 하는 사인증여와 구체적
위험이 있어서 증여를 하지만 증여자의 사망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인증여에서는, 최종적으로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목적물을 가지도록 생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의 효과에 관해 개입하고 변경
할 수 있게 된다.86) 결과적으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마
르키아누스의 설명 중 “상속인보다는 수증자가 가지기를 더 원하고”의 부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87)
사인증여 유형 중에서 구체적 위험 없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만으
로 하는 사인증여가 로마에 나타난 시기에 관해서 상당한 다툼이 있다. 먼저
로마 고전기에는 그러한 유형의 사인증여가 없었고 빨라야 4세기 이후에 또
는 유스티니아누스 시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났으며, 그 유형의 사인증여의 고
전법상 전거로 소개된 로마법대전의 개소들은 동로마법학자들이나 유스티니
아누스 법전 편찬자들이 수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88) 그 중에서 Simonius
는 이 유형의 사인증여가 Di Paola의 주장과 같이 유스티니아누스법전 편찬
란 의미였으며, 이는 증여의 효력발생시기를 사망에 둔다는 의미로 사인을 이해하는 근대의 오스트
리아 민법(제956조)이나 우리 현행 민법(제562조)의 관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병조, 앞의 글,
824면.
85) Rüger, p.22; 최병조, 앞의 글, 820면에서 인용된 D.16.3.26.pr 참조. 이 제16권 제3장의 표제가
depositi vel contra(임치소권)이다.
86) Rüger, pp.22~23.
87) 이상 사인증여의 유형에 따른 동기의 설명은, 어떤 유형의 사인증여를 하는 주된 동기가 그러하다
는 의미이며, 그것을 위해서만 또는 그것 때문에만 그러한 사인증여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
위험을 인식한 사인증여에서도 상속과 관련한 의도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죽음에 대한

추상적 인식만으로 하는 증여에 있어서도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이 증여자에게
반환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인증여는 일시적으로 목적물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88) Di Paola, Donatio mortis causa(Catania, 1950), pp.186~190; P. Simonius, DMC, pp.79~100;
R. Yaron, “Donatio sola cogitatione mortalis”, RIDA 13(1966), pp.371~375(이상 Rüger, p.28에
서 재인용); 최병조, 앞의 글, 8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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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의해서 편입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빨라야 4세기에야 비로소 사
인증여로 인정되었다고 하면서,89) 그 근거로 ① 이 유형이 고전기에 있었다
는 점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② 인정하는 견해가 전거로 드는 개소들
(D. 39.6.2; D. 39.6.31.2; D. 39.6.35.4)에는 수정의 표징이 있고, ③ 많은

개별 문헌들이 구체적 위험을 인식한 사인증여 사례들을 명시적으로 명명하
거나 또는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90)
이와는 반대로 고전기에 이미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하는
사인증여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91) 이들은 구체적 죽음의 위
험에 직면하여 행하는 사인증여가 로마의 전통적 형태이고 고전기 로마법상
가장 자주 행해졌음은 인정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만으로 하는
사인증여도 이미 고전기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그 전거로 앞에서 든 학설휘
찬의 개소들을 든다. 그 중에서 Kaser는 Simonius의 저서에 대한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92) ① 고전법상 이 유형의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에
법적 장애요소가 없다. 死’因’증여에 있어서 그 ‘因(causa)’을 증여자가 직면
한 위험에서 죽고 수증자가 더 오래 살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자유인 것처럼, 당사자들은 계약의 효력을 직면한 위험이 없더라도 단지 수
증자가 증여자보다 오래 산다는 것에만 의존하게 할 수 있다.93) ② 혼인지참
재산 설정을 위한 부부간의 사인증여의 경우, Simonius의 의견에 의하더라
도, 어떤 외형상의 형식을 취하든 구체적 위험없이 죽음에 대한 인식만으로
증여하는 유형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울피아누스와 자료 제공자인 율리아누
스가 (D. 39.6.2에서) 세가지 유형 모두를 설명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
다(즉, 수정되었다고 볼 필요가 없다). ③ Simonius 스스로 “생명의 위험 없
89) Simonius, DMC, p.84(Max Kaser, “Comptes Rendus : P. Simonius, Die Donatio Mortis Causa
im klassischen römischen Rechts, 1958”, Tijdschrift voor Rechtsgeschiedenis 27(1959), p.214에
서 재인용)
90) 이상의 Simonius의 논거는 Kaser, 앞의 글(Simonius 서평), p.215에서 재인용.
91) Kaser, 앞의 글(서평), pp.212~220; Harder, Zuwendungen, pp.59ff; Rüger, d.m.c., pp.28~30;
Amelotti, La ‘donatio mortis causa’ in diritto Romano(Milano : 1953), pp.9~12(Rüger, p.28에서
재인용).
92) Kaser, 앞의 글(서평), pp.214~218
93) 같은 의견 : Harder, Zuwendungen, p.61.

242

法史學硏究 第62號

는 사인증여의 고전기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그의 저서 93-100면),
여기에는 우선 사인문답계약(stipulatio mortis causa)의 사례들이 속한다.94)
즉,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약속만 되는 경우인데, 계약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도 이행하지만 단순히 오래 살았
을 때에도 이행하도록 약속을 한다.95)
생각해보면, 인간의 유한성만을 인식한 사인증여가 고전법에도 존재했느
냐에 관한 양 견해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견해(Kaser, Harder, Rüger)
도 구체적 위험을 인식한 사인증여가 전형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된 형태였음
을 인정하고 있다. 부정하는 견해 중에서 Simonius는 고전법상으로도 혼인지
참재산 설정을 위한 부부간 사인증여나 사인문답계약의 경우에 인간의 유한
성만을 인식한 사인증여의 유형이 실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유형의 고전법상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가 고전기에 그러한 유형의 사인증
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96)

2. 유증 제한법률의 적용
1)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

사인증여는 증여인가? 유증인가?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사인증
여는 생자간의 법률행위(생전행위)인가? 終意처분인가?
94) 부부간 사인증여와 사인문답계약에 관한 Kaser의 의견에 동의 : Rüger, d.m.c., p.29.
95) Kaser는 이와 관련한 개소로 D. 33.4.11과 C.8.56.2.2(a 239)(아래 2. 3)의 개소/번역 참조)를 든다.
Kaser, 앞의 글(서평), p.215.
96) 고전기에 실재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부간 사인증여의 예로 다음 개소를 들 수 있다. D.24.1.11.1
Ulp. 32 ad Sab. Sed quod dicitur mortis causa donationem inter virum et uxorem valere, ita
verum est, ut non solum ea donatio valeat secundum Iulianum, quae hoc animo fit, ut tunc
res fiat uxoris vel mariti, cum mors insequetur, sed omnis mortis causa donatio. (그러나 부부간
의 사인증여가 유효하다고 말해진 것이 사실이어서, 율리아누스가 말하듯이, 수증물이 사망시에

아내 또는 남편의 물건이 될 것이라는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만이 아니라 모든 사인증여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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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는 생자간의 증여이다.97) 통상의 생자간 증여와 다른 점은 증여
목적물의 법적 운명이 최종적으로 위험의 극복이나 증여자의 사망 이후에 비
로소 확정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사인증여는 생자간 계약이므로 사인처분과
다르다.98) 사인증여가 증여이고 생전의 법률행위인 점은 다음의 개소들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D. 50.16.67.1 Ulp. 76 ad ed. “donationis” verbum simpliciter loquendo
omnem donationem comprehendisse videtur, sive mortis causa sive non mortis
causa fuerit.
(“증여”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증여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사인으로 일어났든 또는 비사인으로 일어났든.)

D. 39.6.38 Marcell. 1 ad leg. Iul. et Pap. Inter mortis causa donationem et
omnia, quae mortis causa quis ceperit, est earum rerum differentia : nam mortis
causa donatur quod praesens praesenti dat, mortis causa capi intellegitur et quod
non cadit in speciem donationis. [ … ]
(사인증여와 모든 사인취득 사이에는 다음의 차이가 있다. 생자가 생자에게 주

는 것이 사인으로 증여되는 것이고, 증여의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사인취득되
는 것으로 여겨진다. [ … ])

그러나 사인증여는 실제로는 사인행위(negotia mortis causa), 특히 유증
이 달성하려 했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99) 사인증여의 대부분의 쟁
97) 고전법상 사인증여는 모든 증여와 마찬가지로 양도, 문답계약 또는 다른 급부(Zuwendung)를 위한
하나의 원인(causa)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Ⅱ(München, C.H.Beck,
1975), p.564; Harder, Zuwendungen, p.56; Dirk Olzen, Vorweggenomene Erbfolge in historischer
Sicht(Duncker & Humblot, 1988), p.15
98) Harder, Zuwendungen, p.56; Rüger, d.m.c., p.88
99) Harder, Zuwendungen, p. 56. 앞의 Ⅳ.1.2)의 사인증여를 하는 두번째 동기 참조. Simonius는 유언
과는 다른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으로부터 그 실용적 기능이 나온다고 한다. 첫째, 로마법상은 인정
되지 않는 상속계약에 대한 수요를 사인증여가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유언에 비해 형식상 자유롭다.
셋째, 사인증여에는 유언능력과 유언수령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Kaser, 앞의 글(서평), p. 2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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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은 그것이 생자간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행되지만 상속법적인 제도에
알맞은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100)
2)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이 실재했을까?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제요와 530년의 칙법을 보면 고전기에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을 증여로 볼 것인지, 유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다.
I. 2.7.1 Mortis causa donatio est, quae propter mortis fit suspicionem, cum
quis ita donat, ut, si quid humanitus ei contigisset, haberet is qui accepit : sin
autem supervixisset qui donavit, reciperet, vel si eum donationis paenituisset aut
prior decesserit is cui donatum sit. hae mortis causa donationes ad exemplum
legatorum redactae sunt per omnia. nam cum prudentibus ambiguum fuerat,
utrum donationis an legati instar eam optinere oporteret, et utriusque causae
quaedam habebat insignia et alii ad aliud genus eam retrahebant : a nobis
constitutum est, ut per omnia fere legatis connumeretur et sic procedat,
quemadmodum eam nostra formavit constitutio. et in summa mortis causa
donatio est, cum magis se quis velit habere, quam eum cui donatur, magisque
eum cui donat, quam heredem suum. sic et apud Homerum Telemachus donat
Piraeo.
(사인증여는 죽음을 예상하는 경우에 하는 증여이다. 그는, 만약 그가 죽을 경우

수증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 증여자가 살아 남거나 그가 증여를 후회하거
나 또는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그가 돌려받는 내용으로 증여한다. 이 사
인증여는 모든 점에서 유증을 모범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사인증여]이 증여
에 흡사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유증에 흡사해야 마땅한지가 법률가들에게 모호하였

99) 재인용). 유언이 갖지못한 사인증여의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유증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 별개의 법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 Rüger, d.m.c.,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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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이 양 법률관계의 표지들을 가졌기에 어떤 법률가들은 그것을 이 종류에,
다른 법률가들은 그것을 다른 종류에 끌어다 댔으므로, 짐이 칙법을 제정해서 모든
점에서 거의 유증으로 간주되도록 하였고 짐의 칙법이 규정하는 대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요약하면, 사인증여는 어떤 사람이 수증자보다 자신이 가지기를
더 원하고, 또 자신의 상속인보다 수증자가 가지기를 더 원할 경우이다. 이러한
예가 또 호머에 있는데, Telemachus가 Piraeus에게 [이러한] 증여를 한다.)

C. 8.56.4 Iust. (a. 530) Cum de mortis causa donatione dubitabatur et alii
quidem inter ultimas voluntates eam posuerunt et legatis adgregandam esse
censuerunt, alii autem inter donationes quae inter vivos consistunt eam
posuerunt, dubietate eorum explosa sancimus omnes mortis causa donationes,
sive iuxta mortem facientis fuerint celebratae sive longiore cogitatione mortis
subsecutae sunt, actis minime indigere neque expectare publicarum personarum
praesentiam et ea quae super huiusmodi monumentis solent adhiberi. sed ita res
procedat, ut, si quinque testibus praesentibus vel in scriptis vel sine litterarum
suppositione aliquis voluerit mortis causa donationem facere, et sine
monumentorum accessione res gesta maneat firmitate vallata et nullam
calumniam accipiat neque propter hoc, quod gesta ei non accesserunt, inefficax
esse atque inutilis videatur et omnes effectus sortiatur, quos ultimae habent
liberalitates, nec ex quacumque parte absimiles esse intellegantur.
(사인증여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어떤 법률가들은 이것을 종의처분에

배속시키고 유증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다른 법률가들은 이것을 살
아 있는 사람들 간의 생전증여에 배속시켰으므로 …… )

두 개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찍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취급할
지 증여로 취급할 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으나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를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위 개소들에서 언급된 사인증여의 ‘성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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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고전기에 실재했는지를 둘러싸고 견해가 나뉜다. 한편으로 그러한
논쟁은 없었다는 견해101)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논쟁이 있었으나 고전기 이
후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102)와 고전기에도 실제로 그러한 다툼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견해103)가 있다.
고전기에 논쟁이 실재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분류되는104) Olzen의 견
해를 소개한다. Olzen은 유증을 제한한 금지규정들이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서 사인증여에도 적용된 예를 설명하면서, 논쟁(Schulstreit)이 고전기에 실제
로 존재했다고 하는 Kaser의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 논쟁은 전체
적으로 유증과 사인증여 간의 유사성의 정도와 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고 한
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증 관련 규정들의 사인증여에의 적용을 규정한 개소
들 중 어느 하나도 ‘논쟁문제’를 논하지 않은 이유는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한다.105) 그는 또 유스티니아누스 시기의 입법을 통한 사인증여의 유증에의
동일화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전의
법률행위로서의, 죽음의 경우에 하는 증여에 관한 기본적 이해는 여전히 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로마
법은 항상 탈법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인증여가 유산관계자에게 미치는 작
용을 고려하였다. 세베루스 황제 이래로 사인증여에도 적용됨으로써, 1/4몫
을 전달해 주기 위해 생전의 증여물을 유산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진 팔키
디우스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수증자를 상대로 한 배륜증여의 소(querela
101) 특히 Cugia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자가 사인증여의 유증에의 동일화의 근거를 고전기 법률

가들의 권위에서 찾기 위해서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날조했다고
주장한다. Stanislao Cugia, L’espressione “mortis causa”, Napoli 1910, 43-47(Rüger, donatio
m. c., 33에서 재인용). Harder는 위 개소들의 표현이 고전기 이후의 비잔틴법률가들의 논쟁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논쟁이 실재했을 것 같지 않다고 한다. Harder,
Zuwendungen, 65.
102) Simonius, DMC, pp. 4ff; Amelotti, donatio m.c.(1953), pp. 204ff. 이상 Olzen, Vorweggenomene
Erbfolge, p.17에서 재인용
103) Kaser, “Rez. zu Amelotti(La ‘donatio mortis causa’ in diritto Romano, 1953)”, ZSS 71(1954),
p.448; Rüger, d.m.c., pp.34~35.
104) Rüger는 Olzen이 Kaser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Rüger, d.m.c., p.34 주67. 그러나
Olzen의 견해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05) Olzen, Vorweggenommene Erbfolge, p.18 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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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fficiosae donationis)를 인정하는 과정106)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

다”고 한다.107)
사인증여에 관한 학설휘찬 제39권 제6장의 개소들을 살펴보면, 유증과 다
른 점을 지적한 개소가 있는가 하면(앞의 마르켈루스의 D. 39.6.38, D.
39.6.25),108) 진정한 의미의 증여와 다른 점을 설명한 개소도 있다.109) 유증

과의 유사점을 강조한 개소는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D. 39.6.9, 15, 17,
35.pr),110) 심지어 일반적으로 사인증여가 유증에 비견될 수 있고, 따라서 유

증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한다고 말하는 개
106)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222－235)는 피상속인이 생자간 증여를 통해서 의무분을 침해할 경우
배륜유언의 소에 준해서 피해자(상속인)에게 수증자에 대한 철회소권을 부여하였다. 이것이 후기
칙법에서 배륜증여의 소로 발전하였다. Kaser, RPⅠ, p.713. 관련 개소 : D. 31.87.3; C. 8.56.3
107) Olzen, Vorweggenommene Erbfolge, p.20.
108) D. 39.6.25 Marcian. 9 inst. Tam is qui testamentum facit quam qui non facit mortis causa
donare potest. 1. Filius familias, qui non potest facere testamentum nec voluntate patris, tamen
mortis causa donare patre permittente potest. (유언을 하든 하지 않든 사인증여를 할 수 있다.
1. 家子는 父의 의사에 따라서 할지라도 유언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사인증여는 父가 허락하면
할 수 있다.)
109) D. 39.6.27 Marcian. 5 reg. Ubi ita donatur mortis causa, ut nullo casu revocetur, causa
donandi magis est quam mortis causa donatio : et ideo perinde haberi debet atque alia quaevis
inter vivos donatio. ideoque inter viros et uxores non valet et ideo nec Falcidia locum habet
quasi in mortis causa donatione. (사인증여가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될 수 없도록 행해진 때에는
사인증여라기 보다는 오히려 증여적 법률행위이다. 그래서 다른 임의의 생전증여처럼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유효하지 않고, 또 사인증여처럼 팔키디우스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109) D. 39.6.35.2 Paul. 6 ad leg. Iul. et Pap. Sed mortis causa donatio longe differt ab illa vera
et absoluta donatione, quae ita proficiscitur, ut nullo casu revocetur. et ibi qui donat illum
potius quam se habere mavult : at is, qui mortis causa donat, se cogitat atque amore vitae
recepisse potius quam dedisse mavult : et hoc est, quare vulgo dicatur : "se potius habere vult,
quam eum cui donat, illum deinde potius quam heredem suum".
109) (그러나 사인증여는 진정한 그리고 절대적 증여와는 크게 다르다. 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될
수 없도록 행해진다. 여기서는 증여자가 자신이 가지기보다는 수증자가 가지기를 더 원한다. 그러
나 사인증여자는 자신을 생각하고 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주기보다는 돌려받고 싶어한다. 이것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증자보다는 자신이 가지기를 더 원하고, 상속인보다는 수증자가 가지
기를 더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110) D. 39.6.35.pr Paul. 6 ad leg. Iul. et Pap. Senatus censuit placere mortis causa donationes
factas in eos, quos lex prohibet capere, in eadem causa haberi, in qua essent, quae testamento
his legata essent, quibus capere per legem non liceret. ex hoc senatus consulto multae
variaeque quaestiones agitantur, de quibus pauca referamus.
110) (원로원은 법률이 수령을 금지한 사람에게 사인증여가 행해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취득이 허용
되지 않는 사람에게 유언에 의해 유증된 경우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원로원 결정
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중 약간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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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있다.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증여의 본질적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있
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소는 없는 것 같다. 사인증여와 유증과의 유사점
을 강조한 많은 사례들도,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사인증여가 유증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감에 따라서, 탈법적인 활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증에 관한 제한규정들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간 법률실무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 사인증여의 성격을 유
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D. 39.6.37을 비롯한 개소들의 표
현도 사인증여가 곧 유증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112)
고전기 법률가들은 종의처분으로서의 유증과 살아있는 사람들간의 계약인
사인증여간의 성격상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사인증여를 증여로 볼 것인지 또는 유증으로 볼 것인지, 그 성격에 관해서
논쟁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탈법적 활용을 금지함으로써 효과면에서
유증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113)
3) 유증 제한규정의 적용 확대

사인증여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체결되고 이행되는 증여의 한 형태이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로마법
상 확인되는 사인증여의 유형과 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인증
여는 처음에는 많은 경우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행해졌으나, 이후에 구체적 위험을 인식
111) D. 39.6.37.pr Ulp. 15 ad leg. Iul. et Pap. Illud generaliter meminisse oportebit donationes
mortis causa factas legatis comparatas : quodcumque igitur in legatis iuris est, id in mortis
causa donationibus erit accipiendum. (일반적으로, 사인증여는 유증에 비견됨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증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이든지 사인증여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111) D.38.5.1.1 Ulp. 44 ad ed. [ ... ] mortis causa enim donationes comparantur legatis et sicut
in legatis non quaerimus, dolo malo factum sit an non sit, ita nec in mortis causa
donationibus. ([ ... ]사인증여는 유증에 비견되고, 유증에서 악의로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심리하
지 않듯이 사인증여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12) “donatio mortis causa factas legatis comparatas : …… accipiendum”
113) 고전기의 성과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파울루스 견해록이 이를 잘 보여준다.
113) Paul. 3.8.1. Exhausta legatis aut fideicommissis vel mortis causa donationibus hereditate auxilio
Falcidiae institutus heres quadrantem retinere potest.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 사례연구

249

하여 증여를 하지만 증여자 사망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하도록 조건을
붙인 사인증여가 행해졌고, 나중에는 죽음의 위험 없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추상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사인증여가 행해지게 되었다. 특히 나중
에 등장한 두 유형의 사인증여는 상속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수
단으로서 주로 상속인 이외의 자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
다. 사인증여가 결과적으로 유증이 담당했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었다.
주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때그때의 사회정책적 목적
을 위해서 유증에 관한 여러가지 제한규정이 생겨났는데,114) 이러한 제한규
정을 회피하기 위해 유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등장하였다. 신탁
유증이 대표적이지만115) 사인증여도 그러한 회피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회피 내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유증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상 제한규정들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되기 시작해서 그 범위를
넓혀 갔다.116)
증여를 통한 유산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증에 대한 주요한 제한
규정들이 사인증여에도 확대적용되었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세(117138)부터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 치세(222-235)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

다.117) 푸리우스법과 보코니우스법은 일정한 범위의 유증취득 또는 사인취
득(legatorum mortis ve causa capere)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동법들
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은 전
술하였다.118)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치세(69-79)와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세
사이의 원로원 의결에 의해서 율리우스법(B.C.18)과 파피우스 포파이우스법
(A.D.9)에 의한 수령자격 제한규정들이 사인증여에 적용되었다119).

상속인을 유산의 과중한 유증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B.C. 40년에
114) 푸리우스법(lex Furia testamentaria, B.C. 240~169); 보코니우스 법(lex Voconia, B.C. 169); 팔
키디우스 법(lex Falcidian, B.C. 40) 등, Kaser, RPⅠ, p.756
115) Kaser, RPⅠ, p.757
116) Rüger, d.m.c., p. 24
117) Rüeger, d.m.c., p.88
118) 앞의 Ⅳ.1. 1) 참조 : Kaser, Senn, Harder은 인정, Rüger, Amelotti는 반대.
119) Kaser, RPⅠ, p.764. 이에 관하여 D. 39.6.35.pr(주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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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팔키디우스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3/4을 초과하여 유증하는 것
을 금지하였다. 73년경 페가시아눔 원로원의결에 의해서 신탁유증에도 팔키
디우스 법이 확대적용되었고,120) 그로부터 100년 이상이 지난 후 셉티미우
스 세베루스 황제(193-211)가 칙법을 제정하여 팔키디우스 법을 사인증여에
확대 적용하였다. 이 칙법 자체는 전해지지 않으나 다음 개소들이 이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C. 6.50.5. Alex. (a.223) Si mortis causa immodicas donationes in sororem
tuam matrem contulisse probare potes, legis Falcidiae ratione secundum
constitutionem divi Severi avi mei uti potes.
(만약 그대가 그대의 母가 그대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사인증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의 조부이신 신황 Severus의 칙법에 따라 팔키디우스 법의 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

C. 8.56.2, Gord. (a. 239) Intestata mortua quondam nuru tua neptis tua, quae
ex ea filio tuo quaesita est, quandoque potest ad eius venire successionem. 1.
Nec tamen ea post mortem filii tui, ex quo quaesierat filiam, alii nuptui se
collocando dotem dans prohibebatur quam vellet condicionem eidem doti dicere.
2. Sed si mortis causa donationem in fratrem suum conferens in casum mortis
suae eam dotem eundem fratrem suum stipulari passa est, cum divi Severi
constitutione etiam in mortis causa donationibus, si de cetero patrimonio
quantum Falcidia iubet heres non habet, provisum sit, is qui nurui tuae heres
extiterit eius constitutionis beneficium non prohibebitur postulare.
(그대의 예전의 며느리가 무유언으로 타계한 경우 그대의 아들이 그녀에게서

얻은 그대의 손녀는 언제고 그녀를 상속하기에 이를 수 있다. 1. 그렇지만 그녀가
그와의 사이에 딸을 얻었던 그대 아들의 사망 후 재혼하면서 혼인지참재산을 설정

120) Kaser, RPⅠ, p.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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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그녀가 원하는 조건을 그 혼인지참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
2. 그러나 그녀가 사인증여를 그녀의 남자형제에게 부여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남자형제가 그 혼인지참재산을 받기로 문답계약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
신황 세베루스의 한 칙법에 또한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여타의 재산으로부터 상속
인이 팔키디우스법이 명하는 만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규정되었으므로, 그대 며
느리의 상속인인 자는 이 칙법의 혜택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D. 39.6.42.1 Pap. 13 resp. Cum pater in extremis vitae constitutus emancipato
filio quaedam sine ulla condicione redhibendi donasset ac fratres et coheredes
eius bonis contribui donationes Falcidiae causa vellent, ius antiquum servandum
esse respondi : non enim ad alia constitutionem pertinere, quam quae lege certa
donarentur et morte insecuta quodammodo bonis auferrentur spe retinendi
perempta : eum autem, qui absolute donaret, non tam mortis causa quam
morientem donare.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자신의 부권면제된 아들에게 아무런 반환 조건

없이 증여했다. 그[=아들]의 형제들인 공동상속인들이 팔키디우스 법을 이유로 증
여물을 유산에 편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古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회답하였
다. 왜냐하면, 이 칙법은 확정된 조건하에 증여되고 또 [증여자의] 사망시에 반환
받을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산에서 공제되는 증여 이외의 증여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 없이 증여한 사람은 死因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죽으면서 증여하는 것이다.)

이 세개의 개소 모두 그 결정의 근거를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의 칙법에
서 찾고 있다. 파피니아누스의 사례(D. 39.6.42.1)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
제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칙법에 의해서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인증여이고 일반적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
칙법의 제정연대는 세베루스 황제치세 초기, 즉 아들인 카라칼라 황제와의
공동 통치시기(198~211년) 이전인 193~197년 사이로 추정된다고 한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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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세베루스 황제 치세에서 청원실장(procurator a libellis)을 지냈던
파피니아누스가 팔키디우스법의 사인증여에의 적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
마도 이 칙법의 원작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122),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
면 이 칙법은 파피니아누스가 세베루스 황제치하에서 청원실장이 된 194년
부터 카라칼라황제와 공동통치하기 전인 197년 사이에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23)
4) 팔키디우스법 적용의 효과

팔키디우스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개소가 전해준다.
D. 35.2.1.pr Paul. l. s. ad l. Falcid. Lex Falcidia lata est, quae primo capite
liberam legandi facultatem dedit usque ad dodrantem his verbis : “qui cives
Romani sunt, qui eorum post hanc legem rogatam testamentum facere volet,
ut eam pecuniam easque res quibusque dare legare volet, ius potestasque esto,
ut hac lege sequenti licebit“. secundo capite modum legatorum constituit his
verbis : “quicumque civis Romanus post hanc legem rogatam testamentum faciet,
is quantam cuique civi Romano pecuniam iure publico dare legare volet, ius
potestasque esto, dum ita detur legatum, ne minus quam partem quartam
hereditatis eo testamento heredes capiant, eis, quibus quid ita datum legatumve
erit, eam pecuniam sine fraude sua capere liceto isque heres, qui eam pecuniam
dare iussus damnatus erit, eam pecuniam debeto dare, quam damnatus est“.
121) Rüger, d.m.c., p.36
122) Rüger, d.m.c., pp.36~37; Franz Haymann, “Zur lex 42 pr. D. de mortis causa donationibus,
39, 6.”, ZSS 38(1917), p.229. Rüger는 파피니아누스가 원작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로,

팔키디우스법의 사인증여에 대한 적용을 다루는 학설휘찬 개소들을 찾아보면 파피니아누스 이외
의 개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든다. 즉, 파피니아누스의 개소로는 D. 31.77.1, 2, 6; D.
35.2.15.pr, 1; D. 39.6.42.pr, 1이 있으나, 그 밖에는 마르키아누스 D. 39.6.27과 울피아누스의
약간의 개소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D. 35.2.82; D. 35.3.1.10; D. 43.3.1.5).
123) Detlef Liebs, Hofjuristen der römischen Kaiser bis Justinian, (München : 2010), p.52 참조. 파피
니아누스의 생애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와의 특별한 친분 등에 대해서는 Liebs, 앞의 책,
pp.52~54; Wolfgang Kunkel, Herkunft und Sozialle Stellung der Römischen Juristen(1967),
pp.224~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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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키디우스법이 제정되었는바, 同法律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써
3/4까지 유증하는 자유로운 권능을 부여하였다. “로마시민으로서 이 의결법률 제

정 후 유언을 하여 그 금원과 재산을 누구에게든 주고 유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될 바대로 권리와 권능이 인정된다.”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써 유증의 정도를 확정하였다. “로마시민으로서 이 의결법률
제정 후 유언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로마시민 누구에게든 公共의 法에 의하여 그것
이 얼마이든 금원을 주고 유증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와 권능이 인정된다. 다만,
[유증은] 상속재산의 1/4 미만을 그 유언으로써 상속인들이 획득하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주[고 유증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에 적합하게 주어지고 유증될
자들에게는 그 금원을 자신에 불이익 없이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금원을 주
도록 [명받고] 의무부담될 상속인은 그가 [주도록] 의무부담된 그 금원을 줄 의무를
부담한다.”)124)

개소에 따르면, 팔키디우스법은 제1조에서 시민법상의 유언의 자유를 상
기시키고 유언자가 자유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3/4까지 유증을 할 수 있음
을 강조했다. 제2조에서는 유증의 합산가치가 유산(가액)의 3/4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다. 1/4, 즉 팔키디우스법에 의한 1/4몫(quarta
falcidia)이 상속인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상속인은 3/4 한도까지는 유증을

이행해야 한다.125)
팔키디우스법은 단순히 유언자가 유증 약속을 할 때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할 원칙 내지 표준만을 정한 것이 아니다. 유증이 상속재산가치의
3/4을 초과할 경우, 팔키디우스법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한도를 초과한 유증

부분은 무효로 되어, 그 한도까지 축소된다. 즉, 축소는 법상 당연히(ipso
iure) 이루어진다.126) 유증이 복수인 때에는 각 수유자의 권리는 그 가액에
124) 번역은 최병조, 앞의 책(주2,논고) 215~216면의 번역을 수정 인용하였다.
125) 팔키디우스법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하여는 최병조, 앞의 책(주2, 논고), 213~217면; Babusiaux,
앞의 책, pp.255-7, Wacke, “Die Rechtswirkungen der lex Falcidia”, in ‘Studien im römischen
Recht’,(Berlin : Duncker & Humblot, 1973), pp.209~251 참조.
126) 팔키디우스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유증의 효과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다. 일응 팔키디우스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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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해서 감소된다. 유증의 지급 이후에 유증의 부담이 한도를 넘는 것이 판
명되면 상속인은 축소되는 부분을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
다.127)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칙법 이후에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경우에 준
하여 팔키디우스 법이 적용되었다.128) 이 연구의 대상인 D. 43.3.1.5도 사인증
여에 팔키디우스법이 적용된 사례 중 하나로서, 개소에 따르면 목적물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도(etsi corporaliter res in
solidum translatae sunt)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은 상속인에게 법상 당연히 남

아 있다는 것이다(portio legis Falcidiae apud heredem ipso iure remanet).129)

Ⅴ. D. 43.3.1.5의 이해에 관한 가설
1.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관한 학설휘찬 개소 중에서 D. 43.3.1의 출전

인 울피아누스의 뺷고시주해뺸는 211년부터 217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
된다.130) 사인증여를 둘러싼 당시의 법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

126)

127)
128)
129)

130)

‘완전법(lex perfecta)’인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Wacke, 앞의 글, pp.209~211).
기본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유증은 법상 당연히(ipso iure) 무효이고 이는 상속인의 원용 없이도
당연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는 견해가 소위 ‘완전법설’이고(Wacke, Bonifacio), 이와 반대로 무효
의 효과는 상속인이 원용해야 발생한다는 견해(Schwarz, Kaden, Kaser도 이 견해를 취하는 것으
로 분류됨)가 있다. 양 견해에 관한 문헌 소개에 관하여는 Kaser, RPⅠ, p.757 주15 참조. Wacke
는 앞의 글(pp.209~257)에서 완전법설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상론하였다.
한편, 로마법 교의상 ‘완전법(lex perfecta)’의 개념이 존재했다고 전해지는데, ‘완전법’의 개념적
특징은 그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그 법의 효력으로 무효로 한다(‘rescindere’)는 것이었
다. ‘완전법’에 관하여는 울피아누스 초록이 내용을 전해준다. UE 1.1 Leges aut perfectae sunt
aut imperfectae aut minus quam perfectae. Perfecta lex est, quae vetat aliquid fieri, et si factum
sit, rescindit. [ … ]. ‘완전법’에 관한 기본적 설명은 Kaser, RPⅠ, pp.249~250 참조.
최병조, 앞의 책(주2, 논고), 216면; Babusiaux, 앞의 책, pp.256.
앞의 주122에서 소개된 개소들 참조.
Wacke는 상속인은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에 대해서 불확정지분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 incertae partis)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개소의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은 상속인에
게 법상 당연히 남아 있다”는 문장이 팔키디우스법의 효력에 관한 ‘완전법설’의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Wacke, 앞의 글, p.225.
서을오, ｢울피아누스(1)｣, 뺷로마법 이야기뺸 창간호, 2019.5 (http://legalhistory.or.kr/romastory/),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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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고전법상 사인증여는 본질적으로 생자간의 증여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점점 더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인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의 증여계약으로서 사인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다. 이러한 본
질적 성격은 적어도 고전기 로마법에서는 확고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사인증여의 성격을 이렇게 이해하면, 특시명령 고시문의 문언상 ‘유증명
목으로(legatorum nomine)’ 점유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유증점유인도 특시명
령을 사인증여에 선뜻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인증여가 행해진 형태의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체적인
죽음의 위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물에 대한 소유권이 즉시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증여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수증자보다 오래 살 경
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형태의 사인증여가 공화정 후반기 이후에 등장하여
고전기가 끝나갈 때까지도 주로 행해졌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죽음의 위
험을 인식하고 증여를 하지만 소유권의 수증자에게로의 이전은 증여자가 사
망하는 경우로 조건을 붙인 형태의 사인증여도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
적인 죽음의 위험 없이 단순히 생명의 유한성만을 인식하여 행하는 사인증여
는, 부부간의 혼인지참재산의 설정을 위한 사인증여의 경우를 제외하면131),
고전시대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주된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
다.132) 이상의 설명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하는 사인증여 유형
이 고전기에도 존재했다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며, 만약 이 유형의 존재를 부
정하는 견해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위험을 인식한 사인증여의 유형이 통상의
사인증여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울피아누스가
D. 43.3.1.5의 원자료를 저술할 시기(211년－217년)에는 사인증여의 주된

또는 통상적 형태는 전쟁, 항해 등의 구체적 위험을 앞두고 행하는 생자간의
증여계약이었다.
한편, 사인증여는 종의처분인 유증과는 다른 생자간의 계약이지만, 이를
통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131) Ⅳ.1.2)의 주94와 주96 참조
132) Kaser, RP Ⅱ, p.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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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형태는 다르지만 유증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른바 ‘미리
행한 상속(Vorweggenommene Erbfolge)’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
한 효과는 구체적 위험 없이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행하는 사인증여 뿐만
아니고, 구체적 위험에 직면하여 행하는 사인증여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증여자의 사망시까지 권리 이전의 시기를 유예하는 유형은 물론이
고, 그러한 조건 없이 즉시 권리를 이전하고 증여자가 위험을 극복하는 경우
에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더라도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자보다 오래 살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시에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전하므로
유증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인증여의 이러한 효용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충실한 확보를 위해 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유
증에 가해진 여러가지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인증여가 활용되기 시
작하였다. 증여자의 사망시에 권리를 이전시키는 유형의 사용은 유증의 대안
적 수단으로서의 사인증여의 활용을 더욱 증가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유증에 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게 되었고, 드디
어 2세기 말에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과도한 유증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인 팔키디우스법이 사인증여에도 확대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 때가 앞
에서 말했듯이 194년부터 197년 사이로 추정된다. 울피아누스가 뺷고시주해뺸
를 저술한 것은 이로부터 약20년 후의 일이다.
결국, 울피아누스의 뺷고시주해뺸 저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그려보면,
사인증여는 아직 구체적인 위험을 앞두고 행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간의 증여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다만 유증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사인증여의 새로운 기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팔키디우
스 법이 확대적용된지 약 20년 정도 되는 시기로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보전
을 위한 팔키디우스법의 효과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
나 팔키디우스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칙법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파피니
아누스와 긴밀한 인연을 가지고 있던 울피아누스로서는133) ‘완전법(lex
perfecta)’134)으로서의 팔키디우스 법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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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수 있다. 사인증여를 둘러싼 당시의 법적 상황과 이러한 환경에서의 울
피아누스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D. 43.3.1.5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2. 연구 대상인 개소의 문장구조와 관련하여 혹시 해결방안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D. 43.3.1.5 Ulp. 67 ad ed. Si quis ex mortis causa donatione possideat, utique
cessabit interdictum, quia portio legis Falcidiae apud heredem ipso iure remanet,
etsi corporaliter res in solidum translatae sunt : (어떤 자가 사인증여에 기하여

점유하는 경우 이 특시명령은 물론 적용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물건이 유체적
으로 전부 이전된 경우에도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남
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개소의 quia 이하의 문장을 특시명령을 부정하는 논리적
근거로 해석하여,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남게
되기 때문”에 “이 특시명령은 물론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번역하였다. 실제
로 학설휘찬에서 울피아누스가 ‘cessare’와 ‘quia’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
에’ 어떤 규정의 적용이나 소권의 행사를 ‘그만 둔다’는 식으로 사용한 예가
매우 많다.135) 따라서, quia를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혹시 앞의 Ⅲ에서 Ubbelohde가 인용한 Schulting의 사례와136) 같이,
울피아누스가 ‘quia’를 ‘대안적 수단이 있으므로 어떠한 수단이 필요 없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보자. 앞에서 제시한
133) 서을오, 앞의 글 : 울피아누스(1), Ⅱ. 서을오는 파피니아누스를 울피아누스의 ‘정신적 스승’으로
표현한다. Honoré는 파피니아누스(194년 9월~202년 2월) 다음으로 울피아누스(202년 4월~209
년 5월)가 청원실장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Tony Honoré, Emperors and Lawyers(Oxford :
1994), p.73
134) 앞의 주126 참조
135) D. 4.2.14. pr; D. 4.3.7.5; D. 4.9.3.3; D. 9.2.7.4; D. 9.2.9.4; D. 9.2.23.2; D. 10.3.7.5; D.
13.1.10.3; D. 14.6.3.3; D. 14.6.3.4; D. 16.1.8.5; D. 17.1.12.16; D. 25.2.17.pr; D. 25.3.1.10;
D. 26.10.3.6; D. 26.10.3.10; D. 27.5.1.7; D. 30.30.3; D. 30.30.4; D. 36.3.1.18; D. 37.10.1.8;
D. 40.5.4.1; D. 41.9.1.3; D. 42.8.6.5; D. 43.3.1.5; D. 48.18.4.pr 등
136) Ⅲ. 1. 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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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피아누스의 ‘cessare-quia’ 용례 중 다음 사례가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D. 26.10.3.6 Ulp. 35 ad ed. Quaeri potest, si tutor fuerit pupilli idemque sit
curator confirmatus adulescenti, an possit ex delictis tutelae suspectus postulari.
et cum possit tutelae a concuratoribus conveniri, consequens erit dicere cessare
suspecti accusationem, quia tutelae agi possit deposito officio et alio sumpto.
(다음이 문의될 수 있다. 즉, 피후견인의 후견인이었던 자가 (피후견인이) 성숙

미성년자가 된 후 그의 보좌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자가 후견인이었던 중에
행한 범죄의 혐의로 고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후견에 대한 소송이 그에
대해 공동보좌인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혐의에 의한 고소는 중
지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이 사임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후에 후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D. 26.10.3.10 Ulp. 35 ad ed. Si quis a futurus rei publicae causa desideravit
in locum suum constitui alium tutorem, an reversus ex ante gesto suspectus
postulari possit? et quia potest ex priore gestu utili actione conveniri, cessabit
postulatio.
(어떤 자가 앞으로 공무를 이유로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후견인이 임명되기를

원하였다면, 그 자는 복귀 후에 이전의 사무처리의 혐의로 고소될 수 있는가? 이전
의 사무처리를 이유로는 준소송으로 소구될 수 있으므로 고소는 중지될 것이다.)

이러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개소를 “이 특시명령은 물론 적용되
지 않을 것인데,”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남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라고 취지를 포함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Schulting의 사례와 관련하여 언급했듯이 이러한 해
석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팔키디우스법의 효과로 인해 특
시명령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사정은 유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아
마 바실리카법전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 개소의 두 문장을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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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전후를 바꾸어서 전재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B.44.24.1.5 1) Etiamsi corporaliter possidere videatur, tamen quarta legis
Falcidiae ipso iure apud heredem manet. 2) Qui ex mortis causa donatione
possidet, non subiacet Interdicto.137)
( 1) 비록 유체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팔키디우스법상의 1/4몫은

법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남아있다. 2) 사인증여로부터 점유하는 자는 특시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Ⅵ. 결어
수유자에게는 팔키디우스법상의 1/4몫이 주어짐에도 유증점유인도 특시
명령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비해서 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해서는 동
일한 팔키디우스 법상의 혜택을 이유로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부정한 울피
아누스의 개소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필자가 연구를 시작한 계기였다.
현재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우선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을 규정한 법정관
고시문의 문언상 ‘유증명목으로(legatorum nomine)’ 점유하는 경우에 인정
되는 특시명령을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 곧바로 인정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
된다. 특히 울피아누스가 이 개소의 원전인 뺷고시주해뺸를 저술하던 시대에는
아직 사인증여를 유증과는 성격이 다른, 죽음의 위험을 앞두고 행하는 증여
계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므로 사인증여의 수증자의 점
유를 수유자의 ‘유증명목의’ 점유와 동일시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다
만, 당시는 사인증여가 사실상 피상속인 사망후의 상속재산의 귀속을 미리
결정하는 유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과도한 유증을 제
한하는 팔키디우스법이 사인증여에 막 확대적용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137) Heimbach IV,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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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피아누스는 고시문의 문언을 고려하고 사인증여에 대한 당시의 관념을 반
영하여 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해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적용을 부정
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인증여에 확대적용된 팔키디우스법의 효력으로 상속
인의 이익은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그러한 결정을 내리
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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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interdict Quod legatorum
: D. 43.3.1.5
Lee, Cheol-Woo*
138)

The Interdict Quod legatorum in Roman Law was the command of the
praetor to restitute something, available to heres(bonorum possessor in classical
law) against one who had occupied property, alleging a legacy of it to him,
without the consent of heres. Ulpianus, in the text of D.43.3.1.5, uttered his
opinion that the Quod legatorum should not be issued against the occupying
giftee in case of donatio mortis causa, accounting that the heres was given
the Falcidian Quarter. Ulpian’s opinion, however,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having apparent inconsistencies, because the interdict could be issued
successfully against the alleging legatee, who also and originally was given
the Falcidian Quarter. Some anlysises and comments have been presented to
explain the reason why Quod legatorum was rejected in case of donatio mortis
causa in Ulpian’s text. They found the reason mainly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session of the giftee in vew of the purpose of Quod legatorum,
or in the differences between donatio mortis causa and legacy in Roman Law.
These are of course qreately helpful to understand the text, yet far from being
enough.
Firstly, the very words of praetorian Edict, ‘legatorum nomine’, might have
* invited professor, School of Law,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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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ed the interdict from being issued against the giftee of donatio mortis
causa. Moreover, when Ulpianus wrote about Quod legatorum in his
Commentars to Edicts(presumed to be 211~217 AD), the prevailing type of
donatio mortis causa in Roman society was, if excluding the provision of dos
between husband and wife, still that done in concrete cognizance of death,
as before departing for war, sea voyage etc. As donatio mortis causa in effect,
like legacy, partly predecided the disposition of hereditas of the deceased,
Romans made it subject to the statutory regulations which originally were
enacted against excessive legacies. The legal essence of donatio mortis causa,
however, was still firmly differentiated from legacy. Presumably from 194 to
197 AD Romans newly subjected donatio mortis causa to Falcidian law, and
Ulpianus is said to have been very intimate to Papinianus, the drafter of the
Constituio Severi which subjected donatio mortis causa to Falcidian law.
Ulpianus might have written his opinion in the text, mirroring the thought
of the time, in which donatio mortis causa was in essence different from
legacy, and judging that heres’ demands for Quod legatorum in donatio mortis
causa would be somewhat satisfied by virtue of newly broadend Falcidian law.

[Key Words] interdict Quod legatorum, interdict, possessio, donatio mortis
causa, legacy, legatorum nomine, Falcidian law, Falcidian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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