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법제사 기말고사 – 2008.6.18.

● 고사시간은 2시간 입니다. 
● 자신이 소지한 자료에 한하여 자유로이 참조 가능합니다.
● 아래 세개의 문항 중 두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답하십시오.
● 답안지에는 학번만 기재하고, 이름과 학과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문1] 아울루스는 로마시로 이사오게 되어, 로마에 사는 자기 친구 티티우스에게 부탁하
여 집을 한 채 매수하도록 하였다. 티티우스는 누메리우스가 매물로 내놓은 집을 둘러본 
다음, 비록 지금은 앞에 있는 가게 건물 때문에 전망이 가려있지만, 한 층을 더 올리면 매
우 쾌적한 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증축에 문제가 있는지를 누메리우스에게 문의하였
다. 누메리우스는 티티우스가 말한대로 1층을 더 올리면 최상급의 주거로 손색이 없다고 
답하였고, 티티우스는 그 집을 매수하였다. 티티우스는 아울루스로부터 매매대금조로 받
은 돈을 누메리우스에게 지급하고 그 집을 매수하고 인도 받았다. 아울루스가 이사를 마치
고 증축공사를 시작하자, 집 앞 가게 건물 주인 세이우스는 아울루스에게 증축을 중단하도
록 요구하였다. 아울루스가 그 이유를 묻자, 원래 이 집과 가게는 모두 세이우스 소유였는
데, 세이우스가 이 집을 루키우스에게 팔때 루키우스와 사이에 문답 서약으로 그 집을 증
축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그 문답서약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였다. 루
키우스는 그 후 누메리우스에게 이 집을 팔고 이사 나갔고, 누메리우스는 그런 제약이 자
기 집에 있는지 모르고 그 동안 거주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집을 팔고 이사를 나
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루스, 티티우스, 누메리우스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문2] 스티쿠스는 퀸투스로부터 5년간 로마 교외에 있는 이 사건 올리브 농장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자이다.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퀸투스는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게 되어 자신
의 전 재산을 가이우스에게 매도하였다. 가이우스와 퀸투스는 이 올리브 농장의 임차 기간
이 아직 2년 가량 남아 있으므로, 그 동안 스티쿠스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약
정을 맺었다. 그러나 가이우스는 1년 남짓 뒤에 스티쿠스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스티쿠스, 퀸투스, 가이우스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문3] 파울루스와 그라쿠스는 당나귀로 물건을 나르는 일을 동업으로 경영하고 있다. 무
키우스는 그라쿠스와 만나 자신의 집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대리석 조각 작품을 언덕 위
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운반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라쿠스는 이미 예약된 다른 운반 작업을 나가야 하므로, 파울루스가 조각품을 싣고 당나
귀를 몰고 언덕을 올라 가던 중, 무게를 못 견딘 당나귀가 뒤로 미끌어 지면서, 그 부근을 
지나가던 마그너스의 노예 포시아를 덮쳐서, 포시아가 사망하고, 석재는 완전히 파손되었
다.

파울루스, 그라쿠스, 무키우스, 마그너스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