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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

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 2

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

스코 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년 전시 문화재(UNESCO) 1954 「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 ․
유통 억제를 위한 년 문화재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1970 「 ․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년 유니드로, 1995」 「

와 협약 이 있다 또한 유엔 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 는 특히 소위 문화. (UN) (UNESCO)」

재 분과 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력하여 오고 있으며 총회 역시 년의 결의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 UN 1973 3187

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UNESCO)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년 협약상. 1954

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년 협약은1970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property) . 1995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 1954

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1972 .

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1866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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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
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 )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년 협약 및 제 의정서의 비준은. 1954 1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

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

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

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

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

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Interpol)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주제어 문화재의 불법거래 문화재 수집과 반출 문화재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 , , ,

문화재 불법거래와 반환문제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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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느 국가로부터 문화재가 반출되어 여러 경로를 거쳐 타국으로 반입되어 이루어지는 국

제적인 문화재 유통행위는 반드시 여러 국가가 관계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유통에 수반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를 단지 그 자체의.

구성재료 또는 원료의 상품적인 가치로서 중요시하였던 고대로부터 전쟁 및 무력 충돌시에

문화재의 파괴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근대까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범세계적인 많은,

논의와 개별적인 관행이 있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관된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세기 중반에 소위 탈식민지화와 더불어 많은 신생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가입하20

게 되면서 문화재에 대하여 종래의 물질적 가치가 아닌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가치가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일면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며 한편으로는 식민시대에 반출된 문화재와 현재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는,

문화재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 국제적인 협력기구의 정점으로 유네스코 를 중심으로 또는 기타 국제적. (UNESCO)

인 기관이나 협정을 통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방지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실로 년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이어 년 마침1954 1970

내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

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위한 유니드로와 기초협(Unidroit)

약의 채택을 위해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이탈리아 정부의 초청으로 로마에서 모임1995 6 7 24

을 가졌다.

유엔 총회 역시 년의 결의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UN) 1973 3187

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소유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며,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

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하고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UNESCO)

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 를 위한 규범적 통제의( ) ( )不法流通 防止

현실을 살펴보고 문화재의 국제적인 불법적 유통행위를 방지하면서 합법적인 문화재의 국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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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법의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학 기술에서는 문화재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한다 예를 들면 문화재 반.

출( , export)搬出 :한 국가의 문화재가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문화재 반입, ( , import)搬入 :

어느 국가에서 문화재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반출국, ( )搬出國 :문화재가 반출되는 국가,

반입국( )搬入國 :문화재가 반입되는 국가 원산국, ( , country of origin)原産國 :물품의 창조

국 또는 당해 문화재를 이동전에 최후로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반환, (返還: 경우에 따return,

라서는 restitution) :문화재를 반출국이나 원산국으로 되돌려주는 경우.

반환의 행위가 원상회복 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회복 이라는 표( ) ( )原狀回復 回復※

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Ⅱ

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과 식민제국들 간에는 문화재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쟁점으2

로 부각되었다 문화재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로 제 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 서구진영의. “ ?” 3

문화재 보유국들간의 문화민족주의 견해와 문화국제주의(cultural nationalism) (cultural

견해의 대립이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은 소장국의 실질적인 반환의internationalism) .

사가 없는 한 협상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

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국내 반환을 위하여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국가간 협력을 지속,

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문화재의 수집과 반출의 역사적 배경1.

문명이 발생하면서부터 문화재는 이동되어 왔다 철학적 관점에서 문화의 가장 큰 특징중.

의 하나는 문화재가 보급되거나 전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의 반출은 전쟁 식민. ,

지배 교역 교환 기증 불법행위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무단 정치의 기원은 태고 시대에서, , , , .

부터 비롯된다 정복자들은 의례적으로 전쟁에 패한 나라를 정복하고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후 피정복국가의 대표적 문화재를 반출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했다 정복자는 피정복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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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반출한 수많은 문화재를 그들의 개인 주택과 궁전을 장식하는데 사용했다 식민지 시.

대와 유럽의 영토확장 시대에 있어서 문화재의 약탈은 거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 시키는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본 그 예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옮길 수 있는

문화재 외에 무덤 사찰 궁전의 장식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문화재를 약탈했다 세, , . 17

기 이후 영국 등 유럽제국들은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의 문화재를 본

국으로 반출했다.

나폴레옹은 원정을 통해 전례 없는 약탈로 수많은 문화재를 프랑스로 반출했다 이때 나.

폴레옹은 이집트에서 표면적으로는 위대한 고대 문명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고 고고유물을 수집하여 자국으로 반출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할 뿐 문화재 반출의 실질적인 의도는 프랑스의 강력한 정치적 힘과

입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유럽제국주의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루브르박물관이 자랑하는 소장품들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 , , ,

마제국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문화재인 것이다 나치도 년부터 년까지 유럽. 1940 1944

전역의 문화재를 약탈하여 자국으로 반출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 제국들에 의해 오랫동.

안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를 받아온 전쟁터였다 그 예로 영국은 년 현재의 가나. 1874

지역을 지배하면서 아샨티족의 홍금 보물을 전리품으로 약탈하였고 또한 베닌을 정복하여,

년 도시를 불태우고 상당수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극동 지역의 문화재는1897 . 19

세기까지 유럽 중간 상인을 통해서나 세기 유럽의 정복으로18, 19 유럽으로 반출되었다.

캄보디아를 오랜 기간 지배한 프랑스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조각상 비석 등의 문화재를,

자국으로 반출하여 현재 파리의 기메박물관이 이들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영국의 오랜 식민.

지 통치를 경험한 인도도 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했고 중국은 서구 제국들이 가장 군침을 흘린,

국가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끝없는 문화재의 수집욕망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힘이 부족한. ,

나라의 문화재들이 주로 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찌기 문화민족으로서 위상을 드높여 왔. ‘ ’

던 대한민국도1) 세기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19 .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약탈을 경험한 관계로 우리 문화재의 수난의 역

사도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유출은 조선시대 말기. 이전

에도 이루어졌으나 대량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1876

고 서구 열강의 요구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나라는 송두리째 외.

국인에 의해 유린당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우리의 많은 문화재도 외국인들의 손에 들어

1) 한영대 조선미의 탐구자들,『 』 박경희 옮김 서울, ( : 학고재 쪽, 199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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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되었다 구한말 이 땅에 와 있던 서구의 외교관 선교사 기술자 등은 많은 수에 이르. , ,

는 한국의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였다.

일제시대의 문화재약탈은 일본의 한반도 무력침략의 정당성과 그 지배의 영속화를 목적

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민족의 사고와 정신을 공동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2)

19 년 이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그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던 일본인들은 그들이 소장하45

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대량으로 유출하게 한다 일부 일본인들은 평소 친했던 한국인 친구. “

에게 뒷날 적당한 시기까지 물건을 맡아 보관해 달라고 은밀히 교섭하거나 싼 값이라도 모

두 처분하려고 하였다.3)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짐 속에 어느

정도의 문화재를 가지고 갈 수 있었고 그 안에는 국보급의 문화재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우리 문화재는 이제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

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 “

정 에 의해 우리 문화재가 어떠한 법적장치를 피하여 합법적으로 해외에 유출되기도 하였다” .4)

미국에서는 미국 내의 유명박물관을 통한 문화재 혹은 예술품 시장이 관행적으로 형성되

어 왔기 때문에 불법 반입된 문화재 예술작품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여러 제,

도적 법적 장치들이 발달되어 왔다, .5) 미국에서 최근의 문화재 원상회복 소송에서 문화재를

돌려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6) 정확한 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미국 내에서의 소송

을 통한 반환은 가능시 된다고 하겠다.

최초의 반환 기록은 제 차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키피오장군이 카르타고가3

약탈한 시칠리아의 문화재를 시칠리아로 반환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환문제의 개념이 일반.

화되기 시작한 것은 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영구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17 .

술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는 반출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계몽사상에서 나오게 되었다.

예컨대 바텔 은 전쟁은 적군의 군사력을 제압하는데 한정되어야 하며 적성이 없는(Vattel) ,

일정한 자원은 그 전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7)

반환을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

이다 만일 도난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

나 이 경우 도난된 날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각 국가의 실정법에 의해 소유자가, .

2) 한영대 위의 책 쪽, , 17 .
3)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1996,『 』 서울, : 돌배게 쪽, 202 222 .˜
4) 이 협정의 제 조 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9 5 . “( )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 )

공용의 우편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우편경로에 있는 제 종 다 합중국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1 , ( ) ”.
5) 정순훈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그 해결방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 청산하지 못한 일제시,『

기의 문제』 정신대연구소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최 광복 주년 기념 학술대회 쪽( , 50 , 1995.6.3), 151 .
6) 김형만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쪽, 1997, 85 .
7) E. de Vattel, The Law of Nations (Chitty ed. 1844), pp.36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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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년 유네스코 협약 이나 유니드로와1970 (UNESCO)「 」

의 년 도난이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Unidroit) 1995 .「 」

는 문화재가 불법으로 발굴 반출 또는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 식민지, . ,

또는 제재 조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첫째 개별적 협상 둘째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 , ,

질 수 있다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지척 문제가 될 것이다 만일 이러. .

한 조치조차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이 문제는 유네스코 원산국으로서의 문화재 반환 또는‘

불법 거래시의 반환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8)

.Ⅲ

년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1. 1954

유엔 의 산하 기관으로 국가간의 교육 과학 문화증진을 통한 평화와 안전에의 기여(UN) , ,

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UNESCO) (the Division of Cultural

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다Heritage) .

전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의 도출은 전술한 바와 같이 년과1899 1907

년의 전쟁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내용중 일부를 구성하였고 나아가 협약의 일부(Hague)

를 구성하는 수준이 아니고 순수하게 전쟁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의 국제적 협약의 체

결을 통하여 최초의 법적 접근을 개시하게 되었는바 유네스코 의 활동에 힘입어, (UNESCO)

마침내 년 문화재 보호에 관한 최초의 진정한 국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 문화1954 ‘

재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이하에서는 년 협약이라 줄임 이 체결되게 되었다Event of Armed Conflict ; 1954 )’ .9)

년 협약은 문화재의 소유에 있어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1954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를 단지 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시에도 전시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문화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당사국은 자국영토내에 있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평시. ,

에도 전쟁활동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고

8) 조부근 문화재 반환 외교협상에 관한 연구, 2003,『 』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pp.22 34.∼
9) Gael M. Graham, supra note 4, p.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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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또한 당사국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문화재 및 그 주변환경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며 그러한 문화재를 겨냥하는 어, 떠한 적대행위도 회피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동 협약에 있어서 문화재란 출처 또는 소유권의 소재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문화재‘

유산에 있어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 재화(cultural property shall

cover, 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of great

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가지 절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every people)’ 6

의 문화재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10)

년 협약 제 조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특히 제 조 항은 예시적1954 1 , 1 (a) (exemplary or

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프illustrative) .

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협약 자체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만

을 행하고 이러한 정의의 구체적인 의미는 개별 국가들이 국내적 조치를 통하여 밝히는 방

식을 선호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협약 상의 문화재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괄적 정의 조항 이외에도 최소한 예시적 목록이

라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년 협약의 규율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민1954 “

족의 이라는 문구이다 이 구절은 인류 공동의”(of every people) . “ ”(of all peoples jointly)

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개개 민족의 의 뜻으“ ”(of each respective people)

로 새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의미간의 차이는 단지 의미론적인 공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를 바라보는 두 개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시 또는 식민지 시기에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 문제와도 큰 관련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년 협약 자체의 이행1954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테 그 하나는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년 협, 1954

약상의 문화재가 인류 전체에 대하여 보편적 중요성을 갖는 문화재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

이다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은 좀더 특정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이 협약의 적용대상을 개별. ,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적 문화유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이라

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협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0) 1954 Convention article 1 :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shall cover, 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 (a)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of great 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every

people, such as monuments of architecture, art of history, whether religious or secular; archaeological sites;

groups of buildings which, as a whole, are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works of art; manuscripts, books

and other objects of artistic,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interest; as well as scientific collections and

important collections of books or archives or of reproductions of the property defi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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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동 협약은 처음으로 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확, ‘cultural property’ ,

실한 개념확정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포함대상의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문화재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동 협약은 작성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 동 협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단순히 사법적인 입장에서만 엉성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11)

결국 년 협약은 문화재 보호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협약이였다는 점에서 그1954

큰 의미가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뚜렷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년 문화재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2. 1970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검토1)

문화재에 대한 요구 자체의 단순성에 반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위한 시각정립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

기까지 많은 논의와 개별적인 관행이 있었으나 일관된 인식의 형성은 마련되지 못하였고,

유엔 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의 창설과 더불어 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UN) (UNESCO) 1970

소 식민지배 기간 중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 현재의 광범위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1) 2)

의 방지 두가지 문제점으로 논의의 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첫째의 문제는 과거 식민통치의 경험을 가졌던 피식민국가가 그 기간 중 자국으로부터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성사시키려는 요구와 보유의 편익을 누리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하,

여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과거의 식민지배국가 사이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거의 식민 지배국가는 반출된 문화재가 지극히 합법적인 경.

로를 통하여 자국으로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무조건적인 반환에는 협력을 거부하고있

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 식민지배국가들은 그들의 경제적 물질적 수준의 우위를 앞세워 자. ,

신들이 피식민국가의 문화재를 잘 보존해 온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의 문제는 이 글이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과제로서 주로 제 세계 국가들인 소위3

11) Jiri Toma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Aldershot,

이하Hampshire(England): Dartmouth, 1996), pp.48 49( “T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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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부국으로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대부분인 문화재 빈국으로의 문화재의, ,

불법적인 유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화재 시장을 포함한 국제적인 예술품 시장은 지극히 거대한 규모로서 다수의 국가와

관계자들이 불법유통에 관계되어 있고 그 활동도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문화재,

의 유통과 관련하여 국가를 다음의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문화재.

의 반출국 이다(exporting country) .12) 이러한 나라는 대개가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와, ,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이들은 다시 현재까지도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남(

미의 국가 이미 거의 대부분의 문화재를 약탈당한 경우 와 현재는 얼, Kampuchea), (Nauru)

마 남지 않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태평양의 제군도 국가들로 이루어( )

져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재의 보호 및 통제가 내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악화.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문화재 통과국 이다 이러한 나라는 자국내에 큰 경매장이나 중개상(transit country) .

이 있는 경우와 단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이러한 국가를 거치는 경우 일단 이러,

한 국가 내에서 거래가 성립하고 바로 제 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3 .

셋째는 이러한 경로를 통한 문화재를 최종적으로 취득 소유하게 되는 문화재 반입국,

이다(importing country) .13) 이러한 분류는 법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는 아니며 절대적 가

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어느 한 국가가 명확하게 어떠한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하나의 국가가 둘 또는 세가지 유형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문화.

재의 유통의 방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관계되는 국가의 수도 더욱 늘어나며 전세계의 공통

적인 방지책이라는 것은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유형에 따른 문화재 유통의 방지책이

달라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의 분류는 이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14)

이러한 분류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각국은 국내적으로는 반출입 통제를 통하여 국제적으,

로는 협약 및 기타 협력의 방안을 통하여 전세계적인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각 국가마다의 사정이 다르므로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유네스코 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UNESCO) .

이러한 당면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를 중심으로 정부차원 또(UNESCO) 는

12)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원래 문화재를 많이 보유했었다든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문화재 부국 이라고도 불리운다‘ ’ .
13) 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는 경제력은 있으나 반면 오래된 문화유산의 양은 적다는 의미에서 문화재21 ‘註

빈국이라고도 불리운다’ .
14) Lyndel V. Prott & P.J. O'Keefe, National Legal Control of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UNESCO,

(1983),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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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결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두 번째, .

문제인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약 이 이미 수차례 있었(Convention)

으며,15) 지역적 협정 양자협정 등 여러 가지의 제도적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

첫 번째 문제에 관하여는 각 국가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경우에

따라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법률관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등 그 문제가 워낙 복잡,

하고 각각의 경우가 모두 상이하므로 그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단지 벨지움 자, . -

이레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의 경우와 같이 양(Belgium - Zaire), - (Netherlands - Indonesia)

국이 협정을 맺어 각각의 경우에 적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을 뿐

이며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 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consensus) .

결국 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인 유통 방지를 위한 현재의 법적 논의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

을 위한 문화재 보유의 욕구와 문화재를 포함한 예술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원칙 사이의 첨예

한 이념적 갈등과 수집가 학자 거래 관계자 정부 등이 가지는 상이한 입장의 현실적 갈등이, , ,

혼합되어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남북문제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동 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이 문화재 반출입에 대한 통제책을 확립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유네스코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장 없이(UNESCO) , (a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반출되거나 외국의 지배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강제력의 행사로 인하여 반출된, ,

모든 문화재의 반입을 불법한 취득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약탈‘ (illicit acquisition)’ ,

의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는 다른 협약당사국들에게 개별적 집단적으로 이러한 불,

법 유통을 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

서 유네스코 는 각 국의 상황을 감독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하며 기술적 원조를(UNESCO)

제공하고 분쟁발생시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2)

우리나라에서 법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화재의 개념은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정착된 것으로 문화재의 범위도 비약적으로 확대되

어 온 것이다 연혁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년의 고적급유물 보호규칙. 1916 「 」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 문화재의 범위는 사찰령 제 조에 의거한5「 」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삼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기타의 귀중품이었고 그 보호, , , , , , ,

15)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 [hereinafter “1954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hereinafter “1970 Convention”]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hereinafter “1972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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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도 다만 불허가처분 금지라고 하는 소극적 규제에 불과하였다 그 후 고적급유물. 「

보존규칙」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법령상 보호대상의 문화재로서 사적에 관계있는 유

적과 역사 공예 기타 고고의 자료가 되는 유물이 규정되었고 그것의 등록 의무와 공개 제, , ,

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후 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1933 「 」이 제정됨에 이르러 유형문화재의 기

념물인 문화재의 범위가 종합적으로 규정되었다가 년 문화재 보호법1962 「 」의 제정으로 말

미암아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추가하였고 매장문화재도 보호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본 연구20 ,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것에 한정하였던 문화재의 정의에서 우리나라의 를 삭제함으로써“ ” ,

예컨대 신안 앞바다 인양 문화재와 같은 외국의 문화재도 법상 보호 대상의 문화재로 삼을

수 있게 하였고 기념물 중의 동물은 그 서식지 번식지와 도래지를 식물은 그 자생지까지, , ,

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년의 제 차 개정이1982 7

주목을 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현행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으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

러16) 그 내용에 있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물질적인 것과 문화, , ,

정신적인 것에 관한 일절의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7)

년 협약의 문화재의 의의와 범위3) 1970

년 협약은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하여 세가지 보호 영역을 가지고 있다1970 .18) 첫째는

가장 기본적 보호영역으로 협약 중 문화재의 의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 조와 제 조1 4

에 의하여 의미가 확정되어지는 부분이다 우선 동 협약은 제 조에서 본 협약에서 문화재란. 1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각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 , , ,

적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으로 본 조에서 열거한 가지의 유형에 포함되는 재산11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문화재 보호법 제 조16) 1 .
김병고17) , supra note 39, p.170.

18) Eric C. Schneider, “Plunder or excavation?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on the regulation of ownership and

trade in the evidence of cultural patrimony”, Syracu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e, Vol.9:1,

(1982), pp.4-12.

1970 Convention article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property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k)
19) 년 협약 제 조 항1970 1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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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에 속하는 문화재는 공 ․사유 문화재를 불문하고 가장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재의 반출이 인정.

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반출되는 문화재의 모든 품목을 기재한 적절한 반출허가장을 발급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반출허가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영토로부터의 반출을 금지하여야 하며,

본 범주에 속하는 문화재는 반출허가장 없이는 국외로 반출되지 않는 보호를 받는 것이

다.20) 반대로 문화재 반입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협약의 당사국은

영토내의 박물관 또는 그 유사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문화재의 취

득을 금지하도록 국내입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한 국가로부터 불법적으

로 반출된 문화재는 이를 그 반출국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속 조치에 의한 보

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21)

두 번째의 범주는 동 협약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다7 b) I) .22) 년1970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다른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

기관 및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목록에 속하는 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

는 경우에는 반입을 금지해야 하며 본 협약의 발효 후 반입된 그러한 문화재의 반환 및 회

복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으로 자국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유산이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자료로서 약탈 위

험에 처해 있는 경우 협약 당사국은 관련된 다른 당사국에 대하(in jeopardy from pillage),

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본 협약 당사국은 관계된 특정 자료

의 반입이나 반출 및 국제교류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며 수행

하기로 하는 합의된 국제적 노력에 참가하여야 하고 합의에 이르는 중의 치명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이러한 긴급한 상황,

에 처한 문화재는 또 다른 하나의 범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23)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에 관한 통제 및 회복4)

국가기관의 설립(1)

년 협약은 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의 유통에 있어서 불법적인 반출입과 불법적인1970

소유권의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각국은

이러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20) 1970 Convention article 6 :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k).
21) 년 협약 제 조1970 7 .
22) 년 협약 제 조1970 7 .
23) 년 협약 제 조197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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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규정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이라

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나아가 지나치게 국내문제에 개입하여 개별국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국가들로 하여금 동 협약에의 가입을 꺼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

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에 각국이 적절하게“ (as appropriate for rach country)”

라는 타협적인 문안을 삽입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이 불분명한 의미의 문안의 삽입이 각 국

가에게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국가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나라들에 항변의

근거를 마련해준 결과가 되기도 하여 결국 협약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와 불법적인 유통방지 조처의 효율적인 수행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설립을 규정한 협약의 규정은 단지 권고적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24)

반출 통제(2)

년 협약은 국가기관의 설립 반출입 통제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1970 ,

지하기 위한 것이며 합법적인 문화재의 교류 및 유통까지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 협약은 각국의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문화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국제적인 문화재의 교류에 능동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전 인류의 문

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승인을 거친 합법적인 문화재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의 동 협약은 제 조에서 반출 허가장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6 .25) 동 조항의 목적은 그것이

부착된 품목의 반출을 허가하는 것이며 또한 협약의 당사국은 이 허가장이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토로부터 반출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자국의 국민이 국.

외로 나가고자 할 때 여권의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승인 방식은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협약의, ,

내용은 이같은 관행을 모든 체약국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표준적인 허가장.

양식에 관한 내용이 협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떠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허가장(許可

이 필요한지에 관한 기준과 그러한 허가장 발급의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분명한 기준)狀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협약의 본 규정에 내재적 한계점이 있다 또한 미국처럼 넓은 국경지.

대의 국가는 국경지대에서의 엄격한 실행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으며 세관의 심사가 엄격하

24) John B, Gordon, supra note, p.547.
25) 년 협약 제 조197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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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국가에서도 역시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26)

반입 통제 및 반환(3)

년 협약은 전술한 반출 금지와 더불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제한 조치1970

를 대상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협약의 기본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화재를 예상하여 동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관계되는 당사국 영토내의 박물관 또는 그 유

사기관은 타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문화재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국내입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양측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 있어 한 국가로부터 불법

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제공에 대해 이를 출처국에 통고하여야 할 것 등 일반적인 반입제

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반입에 관한 제한은 반출 허가장이 첨부되지 아니한 반출에 대한 제한 보다 훨씬

한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유일한 규제는 박물관 및 그 유사,

기관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사입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그 시행 또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과연 협약이 의도한 만큼 효과적인 반입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다른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관 및,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것으로 그 기관의 소장품임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절대적 반

입 금지를 규정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긴급 조항 및 시행 조처(4)

년 협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반출입 규제를 통해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방지를 위1970

해 기본적인 구상를 설정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먼.

저 만일 자국의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자료가 약탈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 당

사국은 관련된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관계된 특정 자료의 반입이나 반출 및 국제 교역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급한 경,

우에는 관계 당사국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요청국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7) 이

러한 규정은 문화재란 인류전체의 공동유산이라는 관념하에 관계 당사국에 보호 의무를 부

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상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는 조항이며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약의,

26) John B, Gordon, supra note 47, p.548.
27) 김덕주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유통금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쪽 참조, 1989, , 28 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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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미국과 멕시코간의 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28)

28) Trea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Providing for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Archae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Properties, July 17,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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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니드로와 협약3. 1995 (Unidroit)

협약 제정 배경1)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위한 기초협약의 채택을Unidroit

위해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이탈리아 정부의 초청으로 로마에서 모임을 가졌다1995 6 7 24 .

본 협약의 실천은 문화재 등록 고고유적의 물리적 보호 기술적 협력 등을 개발하고 발전, ,

시키는 등의 효과적인 여타 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의 주요내용 검토2)

동 협약은 자기 집행성을 보유한 조약이며 후법 우선주의 및 특별법 우선주의에 따라 협

약조항이 민법 조항에 우선 적용된다.

도난 및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원 소유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원칙(1)

본 협약에서 문화재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고고학적 역사적 또는 과학적으, ,

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과 본 협약의 부록에 제시된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사항

을 말한다.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동 식물 광물 유골 기타 물품의 희귀콜렉션과 표본들, , , ,

·과학 및 기술 군사 및 사회사를 비롯한 역사적으로 관련된 물품을 비롯하여 민족지도,

자 사상가 과학자 예술가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물품들, , ,

·고고학적 탐사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인와 발견에 의한 유물들( )

·예술적이거나 역사적인 기념물 이미 해체된 고고유적의 구성물들,

·문서 동전 부장품들 년 이상 된 공동품들, , , 100

·민족학으로 중요한 물품들

·다음과 같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물품들

각종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온전히 손으로 만들어진 사진 그림 회화들산업 디자- , , (

인품과 손으로 장식된 공장생산품은 제외한다)

각종재료로 만들어진 조각 및 입상의 원본품-

원판본 원판 판화물 원판 석판인쇄물- , ,

각종재료에 의한 오리지날 예술 창작품-

단일 유물의 형태 또는 콜렉센으로서 희귀 문서와 사료 고판본과 특정분야역사 예- , ( ,

술사 과학사 문학사와 관련된 출판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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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유물의 형태 또는 콜렉션으로서 우표 및 수입인지 기타 유사한 우표들 음성 사- ,

진 영상 등의 보관자료,

년 이상 된 가구 및 악기- 100 29)

본 협약 제 조는 도난된 문화재의 소유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3 .

협약에서는 발굴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적 테두리안에서 불법적으로 도굴된 것이나 합법적

으로 발굴되었더라도 불법적으로 획득된 문화재를 모두 도난된 것으로 한다.

반환요구는 요구자가 도난 문화재의 소재와 소유자를 안 시점으로 년안에 이루어져야하3

며 그 밖의 어떤 경우든 도난 후 년 안에 반환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기50 .

념물이나 고고유적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문화재나 공공 콜렉션에 속한 문화재의 반환요구

는 위에서 말한 년이라는 기간적용에서 제외된다3 .

앞의 조항에 상관없이 모든 협약가입 국가는 자국내 법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년 또는75

더 긴 기간의 시한을 공포할 자격이 있다 한 협약가입국내 기념물 고고유적 공공콜렉션에. , ,

서 도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다른 협약가입국의 반환요구의 경우 시한적용은 원소유국

에서 정한 시한에 적용 받는다.

앞 조항에서 언급한 공포시점은 서명 승인 통과 인정 등의 순간부터 효력을 갖는다, , , .

본 협약내 공공 콜렉션이란 일련의 유물이나 이미 알려진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유자는 협약가입국 협약가입국의 지역 정부 협약가입국내 종교기관 또는 기본적으로, ,

문화 교육 과학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해당 정부에 의해 공공성을 인정받은, ,

기관을 말한다 추가로 해당국의 부족이나 토착민들에게 귀속되거나 사용되는 종교적 또.

는 공공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반환청구의 시한은 공공콜렉션에 준할 수 있다.30)

또한 불법거래에 의해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당사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상대국가의 법정 또는 이에 동등한 기관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 연구 또는 보존처리를 위해 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유출된 문화재가 허가기간이 지, ,

난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경우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로 인정된다.

본 제 조 조항 중 제 조에 해당하는 반환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련국 법정이나 관련 기관5 1

이 제 조 제 조항의 사유와 일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적 법적 정보가 제시되어야1 , 3 ,

한다 반환청구국이 문화재의 소재와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년안에 반환청구가 이루어져야. 3

하며 그 밖의 경우 유출 후 년 안에 반환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허가에 의해 유출된50 .

29) 본 협약 별첨 문화재의 정의.Ⅰ
30) 이하 년 협약1995 Unidrott Convention( “1995 ”) anticle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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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약된 반환일로부터 년 안에 반환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50 .31)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소유자는 반환시 반환청구국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가지며 이는 소유자가 문화재 획득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인 경우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상자격을 고려할 경우 현소유자가 문화재 취득시 반환.

청구국에서 법으로 정한 유출증서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보상을 대신하여 반환청구국가와.

의 합의아래 소유자는 다음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문화재의 소유권 유지 지불 보상. ,① ②

없이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필요한 보증을 제시할 경우 반환청구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무

상으로 소유권을 이전,

본 조항과 관련한 문화재 반환에 따른 비용은 반환청구국이 지불하며 어떤 개인으로부터

도 반환청구국은 그에 따른 비용청구권한을 가진다 현소유자는 상속 또는 무상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라도 이전 소유자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다.32)

(2) 도난 문화재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의 선의취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변상제도 도입

우리나라 민법 제 조에 의하면 선의취득자가 도품251 ․유실물을 경매에서 또는 상인으로
부터 매수한 때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물건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협약 제 조는 소유 문화재가 도난품인 사실을4

몰랐거나 문화재를 획득할 당시 응분의 조치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도난품의 소

유자라도 문화재 반환시에 공정한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 조항에.

서 밝힌 보유자의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보상에 관한 내용은 반환청구가 이루어진 해

당국가의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시 반환청구자가 소유자에게 보상을 지불.

할 경우 누구로부터도 문화재를 되찾고자하는 청구자의 권리도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도난, .

문화재의 현소유자가 문화재를 획득할 당시 응분의 조치를 취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특성과 가격 등을 고려해야하며 도난품 등록의 확인 여부 관련정보나 서류를,

찾고자 노력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획득당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했는지.

도 고려대상이 된다 상속에 의했든 무상계약에 의했든 현소유자의 권한이 이전 소유자의.

것보다 더 중요시되어서는 안된다.33)

또한 동협약 제 조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소유자는 반환시 반환청구국으로부터6

일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가지며 이는 소유자가 문화재 획득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

31) 년 협약 제 조1995 5 .
32) 년 협약 제 조1995 6 .
33) 년 협약 제 조199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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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경우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상자격을 고려할 경우 현소유자.

가 문화재 취득시 반환 청구국에서 법으로 정한 유출증서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34)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도입(3)

우리나라 민법 제 조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년 내 라250 “ 2 ”

고 단일시효기간 규정 이에 반해 협약 제 조는 청구인이 당해 문화재의 소재 및 점유인의, 3 “

신원을 안 때로부터 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든 도난 시로부터3 , 50

년의 기간 내에 반환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미 밝혀진 기념물이나 고고유적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문화재나 공공콜렉션에

속한 문화재의 반환요구는 위에서 말한 년이라는 기간적용에서 제외된다3 .

앞의 조항에 상관없이 모든 협약가입 국가는 자국내 법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년 또는75

더 긴 기간의 시한을 공포할 자격이 있다 한 협약가입국내 기념물 고고유적 공공콜렉션에. , ,

서 도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다른 협약가입국의 반환요구의 경우 시한적용은 원소유국

에서 정한 시한에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35)

본 협약의 부록에 언급된 사항(4)

문화재 국제거래에서 판매상들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불법거래와 합법거래의 책임

이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있으며 불법거래를 억제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문화재 매

매업자 윤리강령을 담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 제 조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간의 우의 증진을 위하78

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

로 지정 보호되는 외국문화재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항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3 “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

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고 되어있으며” ,

제 항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문화재를 유치한 때에는 당해 외국문화재를 박물관4 “ 3

등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제 항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5 “ 4

출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4) 년 협약 제 조1995 6 .
35) 년 협약 제 조199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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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당해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제 항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6 “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약을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36)

유네스코 및 관련기관의 활동4. (UNESCO)

유엔 의 산하 기관으로 국가간의 교육 과학 문화증진을 통한 평화와 안전에의 기여(UN) , ,

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UNESCO) (the Division of Cultural

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다Heritage) .

년 유네스코 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1964 (UNESCO) 「

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어 년에는 첫째 각 국가들로 하여금 문화재 보호1970 ,

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행하고 현존의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적응시키도록 권고할 것과 둘째,

로 인류공동의 유산의 법률을 위한 국제적인 윤리헌장 을 채(International Code of Ethics)

택한다는 목적하에 전술한 년 협약을 마련하였다1970 .

년에는 유렵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일종의 문화재모범예시목록집을 발간하였으며1974 ,

년 제 차 총회에서는 문화재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권고안1976 19 「 」을 채택하였다 동 권고.

안의 목적은 인류 공동 유산인 문화재의 보다 공평한 분배와 각 박물관에 소장된 중요 문

화재의 합리적 이용 방안의 모색 및 각 박물관에 그들이 소장하지 못한 문화재에 대한 취

득 가능성을 주는 새로운 채널의 제공등이었고 실제적인 반환 및 교환의 방법으로서 소유,

권의 이전 뿐 아니라 쌍방적인 장기대여 내지 기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37)

년 제 차 총회에서는 문화재 반환 장려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1978 20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m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가 개국의 참여로 발족하여 첫째20 ,

36)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법 제 조78 .
37) note, “A brief history of the creation by UNESCO of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Museum, Vol. 31, No. 1, (1979),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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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및 회복을 위한 양자 협정의 활성화 둘째 분산된 문화재의 목록작성을 위한,

연구 장려 셋째로 박물관의 설립 및 발전과 전문요원의 양성 넷째로 문화재 교환의 장려, ,

등의 활동을 하여 오고 있다.38)

총회 역시 년의 결의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UN 1973 3187

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출처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

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 ,

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UNESCO) .

또한 하부구조로서 박물관의 제반 설비 및 시설을 강화하며 전문가 방송매체 여론이 문화, ,

재 반환의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에 함께 노력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39)

이후 결의가 계속 채택됨에 따라 대상국들의 이해관계 조절도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며,

년의 결의 는 년과 년의 결의 과 에 비하여 강력한1981 3664 1973 1975 3187 3391「 」 「 」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용 구성이 이루어졌는바 특히 전체나 부분의 반환 박물관 창고에, ,

보관된 물품들을 출처국이 획득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년의 결의1981 para.「

에 대하여 미국은 년 유네스코 협약보다도 그 내용이 엄격하다는 이유로7 1970 (UNESCO)」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40)

한편 유네스코 와 관련을 가진 국제조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 단체인 국(UNESCO)

제 박물관위원회 는 년대부터 문화재 불법(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ICOM) 1960

반출입 규제 및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41)

이들의 활동으로 미국의 개 박물관으로부터 멕시코 파나마 페루5 (Mexico), (Panama),

로 문화재의 적극적인 반환이 이루어졌고 호주 박물관 이사회(Peru) , (The Australian

는 파푸아 뉴기니 의 국립 박물관미술관Museum Trust) (Papua New Guinea) (The National․
으로 다시 년 후에는 솔로몬 군도의 박물관들로 문화Museum and Art Gallery) , 1 (Solomon)

재를 돌려주기도 하였다.42) 년에는 박물관교류계획1978 (The Museum Exchange Progra

m)43)을 마련하여 년 유네스코 가 채택한 문화재의 국제걱 교류에 관한 결의1976 (UNESCO)

38) Ibid.,
39) Ibid., p.61.
40) James A. R. Nafziger, “The new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return, restitution or forfeiture of

cultural property”,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15, No. 4, (1983),

pp.802 803.∼
41) Luis Monreal,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recovering dispersed cultural heritages”, Museum, Vol.31, No.1,

(1979), pp.49 50.∼
42) Jim Specht, “The Australian museum and the return of artifacts to pacific island countries”, Museum, Vol.31,

No.1, (1979), pp.28 30.∼
43) Luis Monreal, supra note 35, pp.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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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동 계획은 교환 또는 결의의사가 있는 박.

물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박물관들간의 양자협정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범안을 준비하,

며 반환 및 교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며 관련, , ,

기관들 사이의 중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 박물관 협의회. (ICOM)

의 집행위원회는 유엔 총회 및 유네스코 의 결정 권고적 의견 계획 등을 효과(UN) (UNESCO) , ,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문화재 교류에 있어서의(Ad hoc Committee)

원칙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44)

이외에도 문화재 보존 및 반환연구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와 같은 기구가 로마에 소재 활동Preservation &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

중이며 이와 같은 정부 민간차원의 기구들이 국제조직으로서 유네스코 와 관련을, (UNESCO)

가지면서 계속적인 각종 협약 결의 등의 실효성 확보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Ⅳ

년 협약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 협약에서 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1954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이전의 국제문서에서는 종교 자선 및 교육 학. “ , ,

문 및 예술에 제공된 기관의 재산”45) 그러한 의미에서 년 협약 제 조에서 행해지고1954 1

있는 문화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 장의 제 조에서는 모든 민족의 문화1 1 “

적 유산에 대하여 큰 중요성을 갖는 동산 또는 부동산”(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of great 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every people)

있다 유네스코가 외교회의에 제출한 초안에 의하면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그 내재적 가치로 인하여 문화적 가치를 갖는 공적사적 소유에“ ․
속하는 동산 및 부동산 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물건이 그 내재적 가치가 낮음에” .

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44) Ad Hoc Committee appointed by the Executive Council of ICOMA, “Study on the principles, conditions and

means for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n view of reconstituting dispersed heritages”, Vol.31,

No.1, (1979), p.62.
45) Nahlik, “On Some Deficiencies of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44 Annuaire de l'A.A.A (1974),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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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협약문이 채택되었다.46) 문화재에 대한 특수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 조에서는 매8 “

우 큰 중요성을 갖는 기타 부동산 문화재”(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of very

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방식은 그 이great importance) .

후에도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조약에서 답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년의 유네스코 협약. 1970

제 조는 문화재를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인 중요성을 보유한 것1 “ , , , ,

으로서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 으로 정의 내리”

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규정은 년의 유니드로와 협약에서도 계승되고 있다1995 .

다만 이 경우에도 년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년 협약상의 정의 간에1954 1970

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1954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다 제 조 항에서 년 협약의 보호 대상이 모든 민족의. 1 (a) 1954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큰 중요성을 갖는 동산 또는 부동산 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

아니라 항의 경우 박물관 대형도서관 문서보관소 등 동산문화재를 보존, (b) , , ․전시하는 건물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항은 도시의 특정 구역 또는 도시 전체와 같이 동일한 지역에, (c)

위치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기념물군 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 .群 47) 항이 개별적인 동산(a)

및 부동산을 포함하는데 비해 항은 동산문화재를 보호하는 건물의 집합을 의미하며(b) , (c)

항은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는 건물의 대규모적인 군 을 가리킨다 년 협약 제( ) . 1954 1群

조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문화재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48)

이에 비해 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1970 ‘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

에 국한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 .49) 년 협약도1995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년 협약이나 주. 1954

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년의 협약과 차이1970

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의 측면에서의 다름에서 기

인하는 것이다.

년 협약 제 조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특히 제 조 항은 예시적1954 1 , 1 (a) (exemplary or

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프illustrative) .

46) Toman, pp.49 50.∼
47) Toman, p.54.
48) ibid.
49) 김형만 문화재와 국제법,1999, 삼우사 쪽, 97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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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협약 자체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만

을 행하고 이러한 정의의 구체적인 의미는 개별국가들이 국내적 조치를 통하여 밝히는 방

식을 선호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협약 상의 문화재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괄적 정의 조항 이외에도 최소한 예시적 목록이

라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절충안이 채택되어 추상적인 개념.

규정에 더하여 개에 달하는 문화재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6 .50)

그 채택과정에서 문화재수출국가 및 문화재수입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

던 년 협약의 경우에는 년 협약과는 달리 이 협약상의 문화재 개념에 대한 일반1970 1954

적포괄적 정의 이외에 개에 달하는 문화재의 범주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11 .․
년 협약의 경우 무력충돌시의 문화재의 보호라는 일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시적이1954

고 개방적인 개념규정만으로도 협약 목적에 부합하였을 것이다.

V.

년 협약의 가입문제1. 1954

년 협약에는 년 월 일 현재 국가가 당사국이며 제 의정서의 경우에는1954 2002 4 9 103 1

개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다 비록 미국 영국 등의 주도적인 국가가 년 협약의85 . , , 1954

틀 밖에 머물고 있지만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여타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

당사국이며 또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을 비롯한 적잖은 서, , , , ,

유럽 국가도 이 협약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 미국과 같이 대외정책의 구. ,

상에 있어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무력충돌이 발생 시 최대한 행동

의 자유를 확보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 국가가 아니라면 년 협약 및 제 의 정서의 미1954 1

비준을 정당화해야 할 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未

년 협약 및 제 의정서에 관한 한 전세계 다수 국가의 참여 이들 국제조약이 부과1954 1 ,

하는 규범적 부하의 경미성 이외에도 우리 나라가 이들 국제조약의 비준을 적극적으로 고

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 협약 및 제 의정서는 비록 국제조약으로서의 체계성 등의 측면에서. 1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동안 국제법의 관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문화재를 국제,

50) Toman. pp.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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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의 틀 내에 확고하게 위치지운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적지않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협약 및 제 의정서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전시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점령을 통1

하여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에서 벗어나 평시의 문화재 보호 및 평시 또는 식민통치시기를

통하여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규범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년 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개1866 , 36 , ,

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
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의 소재가 과거 한( , )

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문제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갖는

비중 또는 존재감 자체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 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반환1

의 법리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협약.

및 제 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1 .

문화재 불법거래와 반환문제2.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제 장 제 절의 문화재의 수집과 반출의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2 1

와 같이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

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상대국이 현 보유자에.

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조차.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이 문제는 유네스코 원산국으로의 문화재 반환 또는 불법 거래시의‘

반환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국제적으로 공개되며 국’ .

가들이 이를 꺼릴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점 또한 반환 요구국이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에게.

압력을 넣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 토론 자체가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51)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불법거래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 무엇보다 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

51) Lyndel V. Prott, "Legal and moral grounds for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 export meeting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fight against its illicit trafficking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참조UNESCO, 30 september-30ct. 2002) pp.47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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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통계자료의 부족 또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협력을 방해.

하는 요인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통계자료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

국제협력을 위해서 원산국은 관련국 세관의 협조를 통해 자국 문화유산의 유출에 대한 정

보를 입수했을 경우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최근 들어 한 ․중 ․일 동북아 삼국간에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도굴도난당한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사. ․
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의 문화재가 불법적인 거래의 주요대상으로 등장하였다, .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문화재 보호 및 국제적인 불법거래 방지의 필.

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만 할 것이다.52)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와 원산국 반환에 있어서의 인터폴 의 역할3. (INTERPOL)

인터폴은 전세계 개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로 그의 운영기구로는 총회와 집행 이179 ,

사회가 있으며 여개 국가에서 모인 여명의 경찰이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40 100

일하고 있다 각국의 법률과 세계인권선언 의 정신.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을 존중하면서 전세계 사법 기관간의 상호 협조를 최대화하고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효과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 및 개발시키는 것이 인터폴의 목적이다 국제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회원국의 국내 경찰력이며 사무국은 특정 경찰 수사에 회원국이 행동을 취하

거나 취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어떠한 힘도 가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국제 협조의 방해 요.

인으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국가 사법 기관의 구조 언어 장벽 회원국간 법률 제도1) 2) 3)

의 차이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국제간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자료를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는,

회원국의 국가 중앙부서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National Central Bureau) 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 회원국간 정보

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다.

도난 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문화1)

52) 이근관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에 관한 고찰, 2003, (1954)『 』 대전, : 문화재청 참, pp.189 20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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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호를 위한 법률의 도입 국제 협약에 가입 수집품 목록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업2) 3)

데이트 도난예술품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에 신속히 통보 경찰과 세관연수교육에4) 5)

박물관 직원의 참여 확대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데이터베이스 채택6) 7)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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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Cho, Boo-Keun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cultural assets involves numerous countries thereby

making an approach based on international law essential to resolving this problem.

Since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as the value of cultural assets evolved from

material value to moral and ethical values, with emphasis on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ies, newly independent nations and former colonial states took issue with

ownership of cultural assets which led to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atutory provisions for the return of cultural assets. UNESCO's 195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s

preparato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o regulate transfer of cultural assets, and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which required the

return of illegally acquired cultural property are example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established on illegal transfers of cultural assets. In addition, the UN

agency UNESCO established 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to oversee cultural

assets related matters, and the UN since its 1973 resolution 3187, has continued to

demonstrate interest in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The resolution 3187 affirms

the return of cultural assets to the country of origin, advises on preventing illegal

transfers of works of art and cultural assets, advises cataloguing cultural assets

within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conclusively, recommends becoming a member

of UNESCO, composing a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fferences in defining cultural assets pose a limitation on international

agreements. While the 1954 Convention states that cultural assets are not limited to



movable property and includes immovable property, the 1970 Convention's objective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effectively limits the subject to 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

The 1995 Convention also has 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 as its subject. On

this point, the two conventions demonstrate distinction from the 1954 Convention

and the 1972 Convention that focuses on immovable cultural property and natural

property. The disparity in defining cultural property is due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does not reflect an inherent divergence.

In the case of Korea, beginning with the 1866 French invasion,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military rule and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caused

outflow of numerous cultural assets to foreign countries. Of course, it is neither

possible nor necessary to have all of these cultural properties returned, but among

those that have significant value in establishing cultural and historical identity or

those that have been taken symbolically as a demonstration of occupational rule can

cause issues in their return. In these cases, the 1954 Convention and the

ratification of the first legislation must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f the illicit acquisition is the core issue, it is a

simple matter of following the international accords, while if it rises to the level of

diplomatic discussions, it will become a political issue. In that case, the country

requesting the return must convince the counterpart country. Realizing a response

to the earnest need for preventing illicit trading of cultural assets will require

extensive national and civic societal efforts in the East Asian area to overcome its

current deficiencie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illicit trading of cultural

property is rapid circulation of information between Interpol member countries, which

will require development of an internet based communication system as well as more

effective deployment of legislation to prevent trading of illicitly acquired cultural

property, subscription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ataloguing collections.

keyword :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y, The collection and the illicit import, export of

cultural property,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nterp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