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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오늘날 문화재가 가지는 유형·무형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

에 따라, 각 나라마다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환

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의 글로벌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1) 특히 문화재의 불법 반출은 과

거 식민통치기간 또는 전쟁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2)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험을 가

지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다. 그러한 사정은 제국주의 시절 피식민지국가에 국한해서 발생한 

DOI: http://dx.doi.org/10.18018/HYLR.2018.35.1.349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써 

(NRF-2014S1A5A2A01010716), 3년 과제(“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중 제2년차 연구결과임.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 iur.) (song7@hanyang.ac.kr)

 1) 그러한 노력들은 무엇보다 국제협약의 성립으로 나타나는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1970년 UNESCO협약” 및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1995년 UNIDROIT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들 협약의 성립배경과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송호

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40면 

이하 및 67면 이하 참고.

 2) Kevin Chamberlain, War and Cultural Heritage, 2nd ed. (Institute of Art and Law Ltd. 

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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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고, 오늘날 발전된 문화재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고 있다. 유럽에서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히틀러의 나찌정권에 의해 유럽전역에서 

많은 문화유산들이 파괴되거나 약탈되어 그 당시 불법문화재의 반환문제가 오늘날에도 큰 사회

적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나찌정권은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소유하는 많은 문화재나 예술품을 강제로 몰수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실종된 문화재나 예술

품을 찾는 노력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3) 그러한 내용은 최근 2편의 영화가 발표되면서 일

반인들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2014년에 상영된 ｢모뉴먼츠맨｣(The 

Monuments Men)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에 상영된 ｢우먼 인 골드｣(Woman in Gold)라는 

작품이다. 두 영화 모두 실화를 기반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정권의 문화재약탈을 소재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다. 필자의 관심은 영화 자체보다 그 영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다. “모뉴먼츠맨”은 나찌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1943년 연합군에 의해 결성된 특별부대인데, 이들의 활동이 가지는 국제법적 의의 등

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연구하기로 하고4), 본 논문에서는 “우먼 인 골드”로 상징되는 ｢클림

트의 그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 정부와 그림의 상속인인 마리아 알트만(Maria 

Altmann)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클림트의 

그림｣은 나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

 3) 2012년 독일 뮌헨의 슈바빙(Schwabing) 지역에 거주하는 행적이 의심스러운 독거노인 코넬리우스 

구울리트(Cornellius Gurlitt)의 아파트를 급습한 결과, 그 곳에서 1280점의 미술품이 쏟아져 나왔

다. 그 중에는 피카소, 마티스, 샤갈의 작품 등 값을 매기기 어려운 정도의 걸작들이 대량으로 포

함되어있었는데, 이들 작품은 코넬리우스의 아버지 힐데브란트 구울리트(Hildebrand Gurlitt)가 나

찌의 박물관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나찌에 의해 몰수된 유대인소유의 미술품들을 빼돌린 것들이었

다. 이 사건이 발발하고서 독일은 미술품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나찌시대의 과거사 청

산이라는 더 큰 숙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일명 구울리트 사건(Gurlitt-Fall)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상론하기로 한다. 구울리트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개관할 수 있는 글로는 Jayme, Erik, “Det Gurlitt-Fall -Grundfragen des 

Kunstrechts”, in: Peter Mosimann/Beat Schönenberger, Kunst & Recht 2014 – Referate 
zu der gleichnamigen Veranstaltung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Basel, 
(Bern 2014), S. 127 ff. 또한 법학문헌은 아니지만 구울리트 사건을 분석한 우리 문헌으로는 서

오성, “변종예술 전시회와 아직 끝나지 않은 나치 과거사 청산 –코넬리우스 구얼리트 유산사건

(2012-2014)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72집(2016), 123면 이하 참고.     

 4) 戰時상황에서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인식은 1863년 미국 남북전쟁당시 링컨대통령

이 서명한 리버코드(Lieber-Code)로부터 1874년 브뤼셀선언, 1899년 제2차 헤이그협정, 1907년 

제4차 헤이그협정, 1935년 뢰리히 규약(Roerich Pact) 및 워싱턴협약, 1943년 런던선언 그리고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모뉴먼츠맨”의 활약은 특히 1954년 헤이그협약을 성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
뉴먼츠맨”과 나찌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의 환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개관할 수 있는 글로는 

Leila Amineddoleh, “Monunents Men, Hidden Treasures, and the Restitution of Looted 

Art”, NYSBA Entertainment, Arts and Sports Law Journal, Spring 2014, Vol. 25 No. 1, 

p. 16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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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소송의 목적물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가 그린 다섯 작품을 나타내는 표

현으로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에 의해 약탈당한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Holocaust) 문화재를 상징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른바 알트만 사건(Altmann case)은 국제적 문화재환수분쟁

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는 이 사건에 대해 온전하게 분석하고 있는 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동 사건은 미국 법원에

서의 판결절차와 이후 오스트리아에서의 중재절차 등 2단계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양국 절차

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미국의 문헌은 미국 법원에서 다루어진 쟁점

에 대해서만 그리고 오스트리아 문헌은 오스트리아 중재절차에서 논의된 쟁점에 대해서만 한

정해서 다루고 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쟁점을 총괄적으로 논구한 

문헌은 –짧은 소개의 글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동 사건

을 산발적으로 소개한 문헌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주권면제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판례

에 대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5) 이에 본고는 ｢클림트의 그림｣으로 상징되는 알트만 사례

(Altmann case)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Ⅱ), 이후 

미국 법정에서의 쟁점과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쟁점에 대해 차례대로 상론함으로써

(Ⅲ), 이 사건을 통해 전시(戰時) 또는 식민지시대에 문화재의 불법반출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외국과 부닥치게 될 법적 분쟁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Ⅳ). 

Ⅱ. 알트만(Altmann) 사건의 배경과 경과

1. 사건의 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Wien)에 있는 벨베데레(Belvedere) 국립미술관6)은 오스트리아

의 출신의 천재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그림을 전세계적으로 가

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2006년 1월 15일에 내려진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벨베데레에 전시되어 있던 클림트의 다섯 작품이 미국 로스

 5) 예컨대, 류병운, “외국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판결의 집행: 국가면제(State Immunity)이론의 검토”, 
영산법률논총, 제2권 제1호(2005), 172면; 박선아, 문화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3. 151면 등. 

 6) 이하 ‘벨베데레 미술관’이라 부른다. 또한 본 사건의 판결이나 이를 소개한 관련 문헌에서는 “오스

트리아 갤러리(Austria Gallery)”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벨데베레 미술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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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리스에 살고 있는 89세의 마리아 알트만(Maria Altmann)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원래 이 그림들은 클림트의 작품 모델이자 후원자였던 블로흐-바우어(Bloch-Bauer) 가족

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38년 나찌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면서 유대인이었

던 블로흐-바우어가족은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지로 추방되거나 망명을 떠나야만 했고, 

클림트의 그림은 나찌가 몰수하였다가 나찌 패망 후 벨베데레 미술관이 이를 입수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들 그림은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60년 이상 전시되어 왔었는데, 1999년

에 블로흐-바우어家의 마지막 생존자이면서 망명 후 미국에 거주하던 마리아 알트만이 

클림트의 그림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게 되었고, 6년 이상의 긴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2006년 오스트리아 중재판정

부는 마리아 알트만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를 알트만 사건(Altmann case) 또는 일명 

클림트/블로흐-바우어 사건(Klimt/Bloch-Bauer case)이라고도 한다. 아래에서 이 사건

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본다.7) 

 2.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

(1)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리아 알트만을 비롯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①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Ferdinand Bloch-Bauer): 1864년 체코 프라하에서 당시 

유럽의 설탕산업을 좌우하던 유태인출신 대부호 다비드 블로흐(David Bloch)의 아들로 출생하

여 나찌의 박해로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1945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사망하였다. 아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Adele Bloch-Bauer)의 남편이며, 1903년경 당대 최고의 화가인 

클림트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는 알트만 사건의 대상이 된 ｢클
림트의 그림｣들을 아내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로부터 유증받았다.  

② 아델레 블로흐-바우어(Adele Bloch-Bauer): 1881년 비엔나의 유명한 은행가 모리츠 

바우어(Moritz Bauer8))의 딸로 태어나,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Ferdinand Bloch-Bauer)

 7) 이하 알트만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규호 外, 문화재 반환 분쟁해결 국제사례 

연구 2011년 문화재청 연구용역보고서의 관련부분(66∼75면)을 참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동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당시 필자가 집필하였다. 동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알트만 사건의 법리

적 쟁점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긴 하였으나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알트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서에 서술된 부분을 참고하였지만, 나중에 살펴보는 바

와 같이 본고의 핵심적인 부분인 알트만 사건의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시사점 등은 전적으로 새

로운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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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인하였으나 1925년 일찍 사망하였다. “Woman in Gold”로 알려진 클림트의 1907년 

작품 ｢Adele Bloch-Bauer I｣의 실제 모델이다. 

③ 구스타프 블로흐-바우어 박사(Dr. Gustav Bloch-Bauer)는 위의 페르디난트 블로흐-

바우어의 형이다.9) 변호사인 그는 제수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Adele Bloch-Bauer)가 사망

하였을 때 유언집행자 역할을 하였다. 그의 처 테레제 바우어(Therese Bauer)는 제수인 아델

레 블로흐-바우어의 언니이다. 그와 테레제 바우어 사이에 본 사건의 주인공인 마리아 알트만

(Maria Altmann)이 태어났다. 

④ 마리아 알트만(Maria Altmann): 1916년 구스타프 블로흐-바우어 박사와 테레제 바우어 

사이에서 비인(Wien)에서 출생하였다. 출생당시 이름은 Maria Victoria Bloch였다. 1937년 비

인에서 방직회사를 운영하던 프리츠 알트만(Fritz Altmann)과 결혼하여, 나찌의 박해를 피해 미

국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2011.2.7. 향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마리아 알트만은 페르디

난트 블로흐-바우어(Ferdinand Bloch-Bauer)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Adele Bloch-Bauer)

의 조카딸이지만,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속인이 된다. 마리아 알트만은 상

속인의 지위에서 본 사건에서 ｢클림트의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된다.

Adele Bloch-Bauer (1881.12.9-1925.1.24.)

클림트 작품의 실제 모델이다. 

Maria Altmann (1916.2.18.-2011.2.7.)

그림 속 주인공 Adele Bloch-Bauer가 그의 이모이자 숙모이다. 

 8) 재계 엘리트 집단의 한 사람이었던 모리츠 바우어는 비인(Wien) 은행연합의 총감독으로서 오스트

리아와 헝가리를 대표하는 7대 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인물이었다.

 9) 참고로 Ferdinand와 Gustav는 형제사이로 원래 姓은 Bloch였는데(즉 그들의 아버지는 David 

Bloch이었음), 1917년 성을 Bloch에서 Bloch-Bauer로 변경한다. 그들은 Bauer집안의 자매들

(Therese Bauer와 Adele Bauer)과 결혼하였는데, Bloch집안에 남자후계자가 없어서 姓을 

Bloch-Bauer로 바꾸게 된다.



354   法學論叢 第 35 輯 第1 號

(2) 문제가 된 ｢클림트의 그림｣ 
당초 문제가 된 ｢클림트의 그림｣은 총 6점으로 알려져 있다.10) 

①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I (1907) :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 I

②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Ⅱ (1912) :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 II

③ Birkenwald/Buchenwald (1903) : 자작나무숲/너도밤나무숲

④ Apfelbaum I (1912) : 사과나무 I

⑤ Seeufer mit Häuser in Kammer am Attersee (1916) : 아터호숫가의 집들 

⑥ Schloss Kammer am Attersee (Wasserschloss) Ⅲ (1910) : 아터호숫가의 성(城)

①　Adele Bloch-Bauer I, 1907  ②  Adele Bloch-Bauer II, 1912 ③　Birkenwald, 1903 

④　Apfelbaum I, 1912
⑤　Seeufer mit Häuser in 

Kammer am Attersee, 1916

⑥　Schloss Kammer am 

Attersee III, 1910

10) 일부 문헌에서는 아래 6작품 외에 아말리에 쭈커칸들(Amalie Zuckerkandl)의 초상화도 사건과 관

련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동 작품에 대해서는 유증 내지 상속의 문제와 관련이 없어서 본 사

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Heinz Krejci, Der Klimt-Streit (Wien 2005), S.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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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흐-바우어 집안사람들은 클림트의 후원자 역할을 하였는데, 문제된 6편의 작품들도 

모두 1907년에서 1916년 사이에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후원으로 그려진 작품들이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이 그림들의 유래와 소유권에 관한 감정을 거치면서 대상이 된 작품은 

①에서 ⑤까지로 확정되었다. 당시 문제의 그림들에 대해 감정을 한 조나단 페트로포울로스

(Jonathan Petropoulos) 교수는 이들 6작품들이 모두 생전에 블로흐-바우어家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작품 ⑥은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가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이를 정상적으로 기증한 것으로 판명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의 소송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사건의 경과

(1) 오스트리아의 입수과정 

사건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연대기 순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9년 당시 35세의 페르디난트 블로흐(Ferdinand Bloch)와 18세의 아델레 바우어(Adele 

Bauer)는 혼인하여, 이후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Ferdinand Bloch-Bauer)와 아델레 블

로흐-바우어(Adele Bloch-Bauer)로 개명한다. 이들 부부는 클림트와 친분이 두터워 그에게 

여러 점의 작품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나, 1925년 아델레 블로

흐-바우어는 뇌막염으로 45세의 나이에 사망한다. 

사망하기 전 1923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는 의식있고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언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게 된다.11) 

나는 내 남편 페르디난트 블로흐 바우어를 나의 전체재산의 포괄적 수증자로 지정한다.
 
Zum Universalerben meines gesamten Vermögens setze ich meinen Ehegatten, 
Ferdinand Bloch Bauer ein.

특히 클림트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11) “Mein lezter Wille. Bei klarem Bewusstsein und unbeeinflußt verfüge ich für den Fall 

meines Todes wie fol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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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남편에게, 나의 구스타트 클림트가 그린 2편의 초상화와 4편의 풍경화는 그

가 사망하거든 비인(Wien)에 소재하는 오스트리아 국립갤러리와 내가 속한 빈·융퍼 

브레자너 도서관과 비인 국민·노동자도서관에 기증할 것을 부탁한다.

Meine 2 Porträts und die 4 Landschaften von Gustav Klimt, bitte ich meinen 
Ehegatten, nach seinem Tode der österr. Staats-Galerie in Wien, die mir 
gehörende Wiener und Jungfer Brezaner Bibliothek, der Wiener Volks u. Arbeiter 
Bibliothek zu hinterlassen.

위 유언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유언에서 언급된  클림트의 그림은 그의 남편인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가 수증자로 되어 그의 집에 남게 된다. 이 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

엇인지에 대해 향후 본 사건의 중재사건의 심의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다.12) 

한편 1936년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는 위 ⑥번 작품 Schloss Kammer am Attersee 

III (아터호숫가의 城)을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13) 

1938년  오스트리아제국은 나찌의 제3제국에 편입된다. 이후 유태인 가문의 페르디난트 블

로흐-바우어는 오스트리아에서 추방되어 프라하와 취리히 등으로 전전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한 ⑥번 작품 Schloss Kammer am Attersee III (아터호숫가의 城)을 제외한 나

머지 다섯 작품은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가 추방되기 전에 그가 살던 집에 보관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나찌정권은 이른바 帝國逃走稅(Reichsfluchtsteuer)14)를 페르디난트 블로흐-바

우어에게 부과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집에 있던 클림트의 다섯 작품을 압류하게 된

다.15) 1939년 나찌정권은 압류한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자로 나찌 

변호사인 에리히 퓌러 박사(Dr. Erich Führer)를 임명한다. 그는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

12) 특히 “... 부탁한다(bitte)”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를 설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

었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Ⅲ. 3. (2)에서 후술.  

13) 이 때문에 ⑥번 작품 Schloss Kammer am Attersee III (아터호숫가의 城)은 이 사건의 소송대

상에서 제외된다. 

14)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정권이 독일제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거

나 재산을 반출하는 자들에게 부과한 세금이다.  

15) 그 당시 나찌는 클림트의 그림뿐만 아니라 블로흐-바우어 집안의 설탕공장, 비엔나의 집, 400편의 

도자기류 기타 예술품 등 대량의 재산을 징발하였다. Andrew J. Extract, “Establishing 

Jurisdiction over Foreign Sovereign Powers: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The 

Act of State Doctrine and the Impact of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Vol. 4 (2005),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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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압류한 클림트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게 된다. 우선 1923년에 있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을 이유로 ①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I (아델레 블로흐-바

우어의 초상화 I)과 ④ Apfelbaum I (사과나무 I)를 오스트리아 현대미술관(Moderne 

Galerie)에 기증하고, ③ Birkenwald/Buchenwald (자작나무숲/너도밤나무숲)은 비인 국립

콜렉션(Wiener Städtische Sammlungen)에 매각하고, ②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II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 I)는 현대미술관(Moderne Galerie)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⑤ Seeufer mit Häuser in Kammer am Attersee(아터호숫가의 집들)는 퓌러가 스스로 처

분행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이를 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독일패망 후 오스트리아 갤러리

에 넘겨진다.

(2) 소송 및 중재 과정 

1942년 당시 26살이던 마리아 알트만(Maria Altmann)은 나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

명하게 된다. 이후 1945년 5월 독일 패망 후 그의 숙부이자 이모부이던 페르디난트 블로흐-

바우어는 나찌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그해 11월 13일 사망하게 되는데, 그

는 그의 재산에 대해 조카딸 루이제 굿만(Luise Baronin Gutmann)에게 전 재산의 절반

을, 또 다른 조카딸 마리아 알트만에게 전 재산의 1/4을 그리고 다른 조카 로버트 벤틀리

(Robert Bentley)에게 전 재산의 1/4을 배분하기로 하는 유언을 남겼지만16), 클림트의 

그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는 생전에 나찌에 

의해 빼앗긴 클림트 그림을 되찾기 위해 구스타프 리네쉬 박사(Dr. Gustav Rinesch)를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리네쉬 박사는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로부터 그림의 반환업무

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일하게 되고,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유족들을 위해 같은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나찌로부터 해방된 오스트리아 정부는 1946년 이른바 ｢無效法｣(Nichtigkeitgesetz)을 공포

하게 된다. 동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독일의 점령기에 독일제국의 정치적·경제적인 추구로 

1938년 3월 13일부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산권을 몰치하기 위해 행해진 법률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유상이든 무상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원상회복법｣(Rückstellungsgesetz)을 공포하게 되는데, 동 법률에 의

16) 마리아 알트만 외 다른 상속인들은 미국 법원에서의 다툼에서는 원고로 나서지 않고, 이후 오스트

리아 중재사건에서는 신청인으로 참가한다. 따라서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이를 알트만 사건

이라고 하고, 오스트리아 중재사건에서는 이들 상속인들은 모두 열거하여야 하지만, 마리아 알트만

이 대표적인 신청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알트만 사건이라고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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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국가소유의 문화재나 예술품은 국가의 승인이 없이는 반출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1948년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리네쉬박사가 과거 페르디

난트 블로흐-바우어가 소유하였던 클림트 그림의 환수를 시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

아 갤러리는 문제가 된 클림트의 그림은 1923년 있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남편(즉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사망 후에 기증된 것이라고 답신한다. 그러나 페

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는 1945년 독일 패망 후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법정에서 클림트의 그

림은 자신의 妻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페르디난트는 아델레의 유언에 따르기로 하였지만, 법적으로 그녀의 유언에 구

속되어 이를 실행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미술관 관장 가

자롤리(Garzarolli)박사는 사적인 장소에서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로부터 어떠한 기증서약

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스트리아 미술관의 약점이라고 밝힌 사실도 있다. 그렇지만 오스

트리아 갤러리는 블로흐-바우어 집안의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우려하여 연방문화재청장인 데무

스(Demus)박사에게 미국에서 개최되는 ｢Ferdinand 所藏 작품전시회｣에 문제된 클림트 작품

들의 반출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속인측을 대리한 리네쉬박사는 가자롤리

박사에게 상속인들이 오스트리아 미술관에 클림트의 그림을 기증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양측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지만, 결국 리네쉬박사는 가자롤리박사에게 보낸 1948. 4. 12.자 

서면에서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 유족의 이름으로 클림트의 그림들을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양도(überlassen) 한다고 확인해주었다. 이후로부터 오스트리아 정부는 클림트의 그림은 아델

레 블로흐-바우어로부터 기증된 것임을 명시하면서 벨베데레 미술관에 전시하게 된다.

1998년 오스트리아 탐사전문기자 후베루투스 체닌(Hubertus Czenin)은 페르디난트 블로흐

-바우어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클림트그림들이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

며 벨베데레 미술관은 그 그림들이 약탈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칼럼을 시리즈로 

발표한다. 그의 칼럼은 오스트리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오스트리아정부는 같은 해 

12월에 返還法(Restitutionsgesetz)17)을 공포하게 된다.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Bloch-Bauer 콜렉션”에 속해 있던 클림트의 그림 17점과 19편의 자기류가 마리아 알트만에

게 반환된다. 그러나 문제가 된 클림트의 그림들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1923년 있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소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또한 마리아 알트만은 ｢클림트의 그림｣들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

17) 동 법률의 정식 명칭은 Bunde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Kunstgegenständen aus den 

österreichischen Bundesmuseen und Sammlungen (BGBl. I Nr. 181/1998), 문헌에서는 대

개 줄여서 “Restitutionsgesetz 1998”이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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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제의 그 그림들을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기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오스트리아 정부

는 이마저도 거부하였고, 이에 마리아 알트만은 태도를 바꾸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 마리아 알트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오스

트리아 비엔나의 벨베데레 미술관에 소재하는 ｢클림트의 그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게 된다. 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2004년 미국연방대법원은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마

리아 알트만과 오스트리아 정부 양측은  2005년 5월 18일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

르기로 하면서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오스트리아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중재절차도 오스

트리아 중재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마리아 알트만에게 문제된 클림트

의 다섯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중재판정의 결과, 2006년 3월 클림트의 그림

은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을 떠나 마리아 알트만에게 돌아오게 된다.18)

Ⅲ. 법적 쟁점

1. 개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클림트의 그림｣이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마리아 알트만

의 소유로 확인되어 그에게 인도되기까지는 2단계의 법적 관문을 통과하였다. 하나는 미국 법

원에서의 소송과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중재이다. 미국법원과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쟁점은 클림트의 그림이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하는가를 다루는 점에서

는 공통된 것이지만, 각국의 법원이 적용하는 준거법에 따라 세부적인 쟁점들은 달라진다. 즉 

미국법원에서의 쟁점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거주하는 私人이 다른 나라 정부(본 사건에서는 오

18) 이 사건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2006년 3월 마리아 알트만에게 돌아온 그림들 중에서, 

우먼 인 골드’로 알려진 ① Adele Bloch-Bauer I은 그해 7월에 예술품수집가이자 화장품회사의 

재벌인 로날드 로더(Ronald Lauder)에게 당시로서는 최고가에 해당하는 1억3천5백만 달러에 팔렸

으며 이후 로더는 자신이 설립한 뉴욕 맨해튼 소재 “노이에 갈러리”(Neue Galerie)에 이를 기증하

여 현재는 동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나머지 그림들은 이후 크리스티(Christie) 경매장에서 모두 

고가로 매각되었는데, ② Adele Bloch-Bauer II는 8,800만 달러에, ③ Birkenwald는 4,000만 

달러에, ④ Apfelbaum I는 3,300만 달러에, ⑤ Seeufer mit Häuser in Kammer am Attersee

는 3,140만 달러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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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아)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미국 법원이 동 사건

에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선결문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미국 법원은 클림트의 그림에 대한 소유권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에 반해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성격상 처음부터 관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

면서, 양측이 오스트리아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중재하는 것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법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본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논리가 대립하고 있고, 오

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중재판정부의 법리적용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 그 쟁점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2. 미국법원에서의 쟁점

(1) 외국주권면제법의 적용대상 여부 

1) 주권면제와 외국주권면제법(FSIA)

미국법원에서의 쟁점은 본 사안이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이하 “FSIA”라 함)의 적용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이 법은 1976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률로서,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외국정부가 미국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범위 규율한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권에서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19) 이는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은 서로 평등하다는 사상에서 오는 당연한 결론이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

라에 대하여 재판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각국은 외국법원에 원고로서 제소할 수는 있으나 응소하

지 않는 한 피고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20) 이를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21), 국가면

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부른다.22) 주권면제를 통해 

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내법원의 민사 및 형사 재판권에서 벗어나는 수혜를 입게 되는데, 이때 

주권면제의 수혜자인 외국(foreign state)이란 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대리기관이 포함되므로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 등 기타 고위 정부관리, 외교

관, 영사, 외국의 군함 및 군대 등 여러 부류의 주체의 활동도 그 외국의 활동으로 포섭될 수 

있다.23) 그런데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외국은 주권의 속성상 절대적으로 면제를 

19) 최공웅, 국제소송, 개정판 (서울: 육법사, 1988), 251면. 

20) 최공웅, 상게서, 251면. 

21)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주권면책으로 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5판 (서울: 

박영사, 2008), 52면. 

22) 최태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국제법학회논총 제31권 제2호(2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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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여 왔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주권면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민사소송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24) 국가에 대해 주권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게 되면 한 개인이 외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국을 상대로 자국의 법원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가 다른 주권을 가진 국

가라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25) 이처럼 외국의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외국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을 강조하던 이른바 

절대적 면제(absolute immunity)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19세기말 이래로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개인들이 수행하던 사적 거래 영역에 참여하는 폭이 넓

어졌음을 이유로 주권면제는 제한적 면제(restrictive immunity)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제한적 면제는 국가의 행위 중에서 주권적·권력적·공법적 행위(acta 

jure imperii)와 비주권적·비권력적·상업적·사법적 행위(acta jure gestionis)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의 주권면제가 인정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를 부정하여 수소법

원이 타국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오늘날 주권면제론은 과거와 달리 소

송에 있어 외국주권의 면제를 제한하는, 다시 말하자면 주권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주권면제론에 큰 영향을 준 국제조약은 

1926년 ｢국유선박면제에 관한 브뤼셀협약｣27) 및 1972년 ｢유럽국가면제협약｣28)이다. 브뤼셀협약

은 거래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선은 旗國은 물론 외국의 재판권에도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처음으

로 제한적 주권면제원칙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 또한 유럽국가면제협

약은 제7조 제1항에서 “체약국이 법정지국 영토에 사무소, 기관 또는 다른 기구를 두어 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적, 상업적 또는 금융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사무소, 기관 

또는 다른 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체약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

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국가에 대해 전반적인 사법 분야에 관해 제한적 주

권면제를 채택한 유일한 다자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국제협약의 발전에 터 

잡아 UN국제법위원회는 1991년 ｢국가 및 국가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UN협약｣ 초안을 기

23) 최태현, 상게논문, 12면. 

24) 최태현, 상게논문, 12면. 

25) 류병운, 전게논문 (각주 5), 157면. 

26) Mark J. Chorazak, “Clarity and Confusion: Did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Revive 

State Department Suggestions of Foreign Sovereign Immunity”, Duke Law Journal, Vol. 

55, Issue 2 (November 2005), p. 377.

27) 정식명칭은 The Brussels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the 

Immunity of State Owned Ships(1926). 

28) 정식명칭은 The European Conventions on State Immunity(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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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였는데, 동 초안은 2004년 12월 2일 UN총회에서 같은 명칭의 협약29)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전문에서 “국가 및 그 재산의 재판관할권면제가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수락되었음”을 고려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최근의 국가면제의 상대화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30) 아직까지 발효되지는 않았다.31)

이처럼 관습법의 영역으로 인정되던 주권면제론은 국제협약을 통해 제한적 주권면제론으로 

규범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국내법으로 최초로 입법화한 것이 바로 

1976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이다.32)  

미국도 처음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채택한 것은 아니며, 1952년 이른바 “Tate Letter”가 

채택되기 전까지는 절대적 주권면제론(theory of absolute immunity)이 지배하고 있었다.33) 

그런데 절대적 주권면제론을 고수하게 되면 미국법원은 타국에 대해 여전히 주권면제를 인정하

는 데 반해, 20세기 이후 많은 서구 국가들이 제한적 주권면제론으로 돌아섬에 따라 미국은 타

국의 법원에서 주권면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해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정부는 당시 국무장관이던 Tate의 이름을 딴 “Tate Letter”를 법무장관

에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주권면제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이었던 절대적 면제론을 제한적 

면제론(Theory of restrictive immunity)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34) Tate Letter이후 

외국이 주권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의 일정한 절차, 즉 Tate Letter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행정적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렇지만 어떤 외국의 행위가 Tate Letter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행정부의 심사와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1976년 외국주권면제법(FSIA)이 제정된 것이다. 

29) 협약의 정식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30) 김석현, “국가면제의 기준 –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제법평론 통권 제29호(2009), 59면.

31) 그 이유는 동 협약 제30조에서는 “... 30번째 국가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서류를 제출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2월 현재 21개국만이 당사국으로 가입되

어서 아직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2) 이후 영국은 1978년에 국가면제법(State Immunity Act)을, 캐나다는 1982년에 국가면제법(State 

Immunity Act)을 그리고 1985년에 호주는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tates Immunities Act)를 

제정하였다. 주권면제에 관한 연혁적 발전과정에 관해서는 류병운, 전게논문 (각주 5), 159면 이하 

참고. 

33) Andrew J. Extract, “Establishing Jurisdiction over Foreign Sovereign Powers: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The Act of State Doctrine and the Impact of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Vol. 4 (2005), p 

110. 

34) Jeremy Ledger Ross, “Escaping the Hourglass of Statutory Retroactivity Analysis in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Tulane Law Review, Vol. 79, Issue 4 (March 2005), p. 

1114. Tate Letter의 탄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양재혁, 국가면제이론의 예외에 관한 연구 –미
국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상업적 활동’ 예외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4, 17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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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A 제1604조는 “이 법이 제정될 당시 미국이 당사자인 현존하는 국제협약에 좇아, 외국

은 본 장의 제1605조 내지 제160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연방 및 주의 관할권에 복

종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국법원으로부터 외국의 원칙적인 주권면제를 선언하면서도 

“제1605조 내지 제1607조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주권면제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채택하고 있다.35) 

2) 주권면제의 예외

FSIA는 제1605조 내지 제1607조에서 외국 주권면제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36)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면제(waiver)를 포기한 경우

이다[§1605(a)(1)]. 둘째, 외국이 미국 내에서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을 한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이다[§1605(a)(2)].37) 셋째, 국제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이다[§1605(a)(3)]. 넷째, 미국 내에서 발생한 비상업적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1605(a)(5)]. 다섯째, 미국 내에서 중재(arbitration)의 이행 

또는 중재재판의 확인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1605(a)(6)].38) 여섯째, 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1605A].39) 일곱째, 외국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에 대해 그 외국을 상대로 반소(counterclaim)가 제기된 경우이다

(§1607). 여덟째,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재산에 대한 압류나 집행을 하는 경우로서, 면제를 포

기하거나 상업적 활동으로 외국재산이 사용되거나 국제법에 위반한 사항에 관련된 경우 등이다

(§1610)40).

그렇다면 본 클림트 사건과 주권면제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35) Jenny Adelman, “Sovereign Immunity: Ramifications of Altmann”,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 11, Issue 1 (Fall 2004), p. 177.

36)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양재혁, 상게논문 (각주 34), 25면 이하 참고. 

37) 이 경우가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중추적인 논거이다. FSIA가 외국의 상업적 활동을 주권면제 사유

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외국이 미국

에서 행한 상업적 활동(a commercial activity carried on in the United States by the 

foreign state), 둘째 외국이 미국영역 외에서 행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행

위(an act performed in the United States in connection with a commercial activity of 

the foreign state elsewhere), 셋째 외국이 미국영역 외에서 행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의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서 미국 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행위(an act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in connection with a commercial activity of the foreign 

state elsewhere and that act causes a direct effect in the United States) 중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38) 이 조항은 1976년 제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1988년 1차 개정으로 1605조(a)(6)가 추가된 것이다.

39) 이 조항은 2008년에 새로 FSIA에 추가되었다. 

40) 이 조항은 1996년에 새로 FSIA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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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을 미국법원이 다루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행위가 주권면제

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원고인 마리아 알트만은 오스트리아 정부

의 행위가 FSIA §1605(a)(3)에서 정한 이른바 징발예외사유(expropriation exception), 즉 

국제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동 조항

에 의해 주권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국제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문

제되면서 해당 재산 혹은 그 代償(any property exchanged for such property)이 외국에 의

해 미국 내에서 수행된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과 관련되어 미국에 존재하는 경우, 

② 해당 재산 또는 혹은 그 代償이 외국의 대표부나 기관(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e 

foreign state)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면서 그 대표부나 기관이 미국 내 상업적 활동에 종

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 사건이 FSIA §1605(a)(3)의 징발예외사유에 해당하

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문제의 클림트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것으로써, 미국

법원은 오스트리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관한 권리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클림트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이 FSIA에

서 규정한 외국의 기관(instrumentality of the foreign state)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오스트리아가 벨베데레 미술관에 클림트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

는 것이 어떠한 점에서 미국 내에서 수행된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으로 그 재산 

혹은 그 代償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마리아 알트만의 변호사 랜돌 쇤베르크

(Randol Schoenberg)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41) 오스트리아는 ｢클림트의 여인들｣
(Klimt’s Women)이라는 제목의 책을 미국 내에서 저술·편집·출간하였으며 약탈된 다섯 작

품의 사진이 포함된 영어판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며, 또한 클림트 그림과 관련된 갤러리의 전

시물에 대해 미국 내에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FSIA가 규정한 상업적 활동이란 미국 내에

서 출판과 광고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예컨대 ｢클림트의 여인들｣은 예일(Yale)대 출판사에

서 영어로 출판되면서 문제의 그림 3점을 이용하였으며, 그 책은 몰수된 그림들을 전시하는 대

형 전람회장에서 함께 간행되었으며, 그 책의 저작권은 오스트리아 갤러리가 “저자”(author)로

서 가진다고 적혀있다. 또한 벨베데레 미술관의 안내책자는 영어로 출판되면서 그 표지에 

Adele Bloch-Bauer I 그림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

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하급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42), 연방법원도 이 문제

41) 그의 주장내용은 아래 각주 42)의 판결문에서 언급되어 있음. 

42) Maria Altmann v. Republic of Austria, et al., 142 F. Supp. 2d 1187(CD Cal. 2001); 

Maria Altmann v. Republic of Austria, et al.,317 F. 3d 954 (US Court of Appeals, 9th 

Circui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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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하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43)이로써 오스트리아의 

미국법원에 대한 주권면제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44)

(2) 외국주권면제법의 소급효 여부 

다음으로 FSIA가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도 문제가 되었다. 즉 주권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은 FSIA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이라도 FSIA가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FSIA에 따라 오스트리아가 자국의 기관을 통해 클림트 그림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상업적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오스트리아가 문제의 클림트 그림을 입수한 시기는 미

국의 FSIA가 제정된 1976년 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미국법원이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FSIA의 소급적용(retroactive application)을 인정하여야

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클림트 그림의 취득 문제는 미국의 FSIA가 제정되

기 이전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발생한 일로써, 그 당시에는 국제관습법상 재판권의 행사에 

있어서 외국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제(absolute immunity)가 통용되던 시기인데, 그 시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제한적 면제(restrictive immunity)를 정책적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Tate 

Letter(1952년)보다 이전이며 더욱이 FSIA는 1976년에야 비로소 제정된 것이므로 동법률의 

면제예외 규정을 본 사건에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45)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FSIA제정 당시 법률의 소급효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의회

의 명확한 의도가 부재하였다면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FSIA는 단순히 재판절차

에 관한 법규 문제가 아니라 연방실체법의 관점(aspect of substantive federal law)에서 접

근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일반적인 소급금지원칙은 행위당시의 私人의 권리에 대해 사후 입

법이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주권면제원칙은 외국국가로 하여금 소송

에서의 불쾌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FSIA의 입법자는 前文(preamble)에서  외

국의 주권면제가 “이후에(henceforth)” 미국 법정에서 결정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이 

소급금지를 명시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문제된 사건이 언제 발생한 것이냐에 상관없이 동 법

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FSIA 원칙에 따라(in conformity with [FSIA] principles)” 처리하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건에 대해서도 FSIA가 적

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급효를 긍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법원은 FSIA의 소급적용을 통

43) Republic of Austria et al. v. Maria Altmann, 541 U.S. 677 (U.S. 2004).

44)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국가행위론(‘Act of State’ Doctrine)에 의거해서 오스트리아 정부의 행위

가 주권면제로 간주될 여지도 있었다는 신중론에 대해서는 Andrew J. Extract, supra note 
33, p. 122.  

45) 이러한 오스트리아측 주장내용은 상기 각주 42)의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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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클림트의 그림에 대해 블로흐-바우어 집안의 상속인지위를 가진 알트만의 소유권을 인정하

였다.

3.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쟁점 

(1) 중재의 배경

1998년 오스트리아 탐사전문기자 체닌(Czenin)의 폭로이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

대로 그림의 반환을 요구했을 때부터 오스트리아 정부는 시종일관 이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알

트만이 벨베데레 미술관에 그림을 기증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오스트리

아 정부에 대해 비난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구나 2000년 알트만이 미국 내에서 제기한 소

송에서도 미국법원이 미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자, 오스트리아정부로서

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야만 했다. 결국 미국에서의 소송은 알트만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

렇지만 미국에서의 판결로 그림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래서 알트만의 입장에서도 소송에서의 판결결과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법원에 제소해서 그곳에서 확실한 승소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오스트리아 법원에

서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당시 알트만이 종국판결까지 기다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고령이라는 점46), 그리고 오

스트리아에서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알트만 및 알트만 측 변호사가 미

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면서 장기간의 소송비용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 여

러 현실적인 고려에서 알트만 측 변호사 랜돌 쇤베르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한 번의 중재판정으

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에서 적용될 준거법은 오스트리

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오스트리아 정부로서도 이를 

거부할만한 명분은 없었으며, 이에 2005년 5월 18일  알트만측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미국 내

에서의 모든 재판을 종결하고, 사건을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때 양측은 세 명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전문가들47)을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그들 중재인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나 항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48)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클림트 그림의 원소유

46) 2004년 미국 법원에서 승소 당시 마리아 알트만의 나이는 89세였다. 

47) 의장 중재인을 맡은 대학교수 Peter Rummel박사 외에 대학교수 Walter H. Rechberger박사와 

변호사 Andreas Nödl박사 등 3인이다. 

48) 미국법원에서의 원고는 마리아 알트만이었지만, 오스트리아 중재판정의 신청인으로는 다른 상속인

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그래서 신청인은 Maria Altman, Francis Gutmann, Trevor Mantle, 

George Bentley 등 4인이다. 각주 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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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

는 사건의 클림트 그림이 1998년에 제정된 반환법(Restitutionsgesetz)의 대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아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본다. 

(2) 유증에 관한 문제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 제기된 첫 번째 쟁점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가 유언에서 포괄

적 수유자로 남편을 지정하고 그의 남편(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에게 문제의 클림트 그림

들을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기증할 것을 부탁(bitte)한 것이 남편으로 하여금 법적 구속력을 지

우는가 하는 것이다.49) 이 문제는 그림의 원소유자였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가 사망한 시점

(1925)에 그림에 대한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즉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에서 표기된 “부탁(bitte)”이 구속력을 가진다면 클림트의 그림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수증자인 남편이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그림을 기증하여야 할 의무를 지

게 되므로 그 그림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갤러리가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

에 반해 유언자의 “부탁”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

게 되면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그림은 수증자인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에게 귀속되고 

이후 유증받은 ｢클림트의 그림｣을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기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수증자인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아델레 블로흐-바우어가 한 유언에서 표현한 “부탁(Bitte)”이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느

냐가 관건이다. 이것은 또한 유언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당시 의견서를 제출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부탁(Bitte)”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법

적 구속력이 있음을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긍정설을 주장한 크레치(Heinz Krejci) 교수에 의하면, 남편인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는 

유언에 의해 포괄적 수증자(Universalerben)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유언자인 아델레 블

로흐-바우어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유언에서 아델레 블로

흐-바우어가 ｢클림트의 그림｣을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기증할 것(zu hinterlassen)을 부탁한

(bitte) 것은 수증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50) 이때 “부탁”의 의미는 유언자의 진의를 

파악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아델레 블로흐-바우어는 남편에게 구태여 ‘이렇게 하라’는 명령조

(Befehle) 대신 정중한 표현으로 ‘부탁’이라고 했을 뿐 실제 진의는 그를 구속시킬 의도가 있었

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51) 또한 그는 유언에서 희망(Wunsch) 또는 부탁(Bitte)이라는 표

49)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에 관해서는 본고 Ⅱ. 3. (1) 참고. 

50) Heinz Krejci, “Zum Fall Klimt/Bloch-Bauer”, ÖJZ [2005] 19, S. 738. 또한 그의 책, Der   

Klimt-Streit, (Wien 2005), 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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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문제가 된 12건의 오스트리아 판례를 분석한 결과, 오스트리아 대법원(OGH)은 3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긍정하여 유언에서 그러한 표현

의 구속력을 넉넉하게 인정한 편이라고 주장한다.52) 

이에 반해 부정설을 주장하는 벨저(Rudolf Welser)교수와 라블(Christian Rabl)교수는 아

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녀는 평균적인 일반인들의 수준 이상으

로 세밀하게 법적 용어들을 가려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유언에서 “부
탁(Bitte)”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남편이자 수증자인 페르디

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소유로 포괄승계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후에 클림트의 그

림은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그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는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에게 처분권이 주어지지만, 자신은 유언을 통해 “부탁

(Bitte)”함으로써 사후에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기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표현하였을 뿐이라

는 것이다.53)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숙고한 결과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부탁

(Bitte)”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남편에게 유증을 하면서도 남편에

게 그 유증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기저를 이루며 그 남편은 수증재

산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뜻을 기려서 처분할 “도덕적” 의무(“moralische” 
Verpflichtung)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54) 그렇다면 ｢클림트의 그림｣들은 아델레 블로흐-바우

어의 사망으로 남편인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에게 유증되어 그가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그림들은 1948년에 이르러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리네쉬박사와의 

합의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곧바로 오스트리아에 그림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

이다.  

51) Heinz Krejci, Der Klimt-Streit, a.a.O.

52) Heinz Krejci, Zum Fall Klimt/Bloch-Bauer, S. 739.

53) Welser/Rabl, Der Fall Klimt/Bloch-Bauer –Die rechtliche Problematik der Klimt-Bilder 

im Belvedere-, S. 51 ff. 이 문헌은 중재판정 당시 전문가의견서을 제출한 Welser교수와 Rabl

교수의 보고서로써, 정식으로 출간된 책자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http://www.bslaw.com/altmann/Klimt/Welser.pdf 2018.2.23. 최종방문〉   

54) Altmann gegen Republik Österreich, Schiedssache 15. Jänner 2006, 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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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법｣의 적용대상 여부

다음으로 중재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사건의 ｢클림트의 그림｣이 1998년에 제정된 오스트

리아 ｢返還法｣(Restitutionsgesetz)의 대상에 해당되는가라는 문제이다. 동 법률은 제1조에서 

반환의 대상을, 제2조에서 반환의 절차를 정한 단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5) 동 법률 제

1조는 연방재무상은 연방 박물관 및 컬렉션에 소장된 예술품(Kunstgegenstände) 중에서 일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Gegenstand)은 원소유자 및 원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법적 승계

인에게 대가없이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대상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원

소유자 및 그의 사망에 기한 법적 승계인에게 반환되는 물건 및(und) 1945년 5월 8일56) 및 

이와 연관된 절차 이후에 ｢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건의 반출 금지에 관한 연

방법률(1918)｣57)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정부에 양도되어 현재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이다(제1호). 둘째는 적법하게 정부재산으로 양도되었지만 그 이전에 1946년 5월 15일 제정된 

｢無效法｣(Nichtigkeitgesetz)상 독일 점령 당시 법률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의 대상이었

던 물건으로서 현재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제2호). 셋째는 반환절차의 종료이후 

원소유자 및 그 법적 승계인에게 반환될 수 없으면서 무주물로 간주되어 무상으로 연방재산으

로 편입되어 현재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제3호). 앞서 본 바와 같이 1948년에 오

스트리아 정부가 ｢클림트의 그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들이 이들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사건에서 ｢클림트의 그림｣이 세 번째 사유(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문제는 첫 

번째(제1호) 또는 두 번째(제2호) 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선 제2호 사유

에 관해서 살펴보면, “적법하게” 양도된 재산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테면 오스트리아 정부가 선

의취득과 같이 취득당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재산이 독일 점령 당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대상이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만약 ‘직접’ 그
러한 물건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 자체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클림트의 그림｣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당시 나찌정권이 임명한 처분권자인 

퓌러 박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

을 결여하고 있다. 이로써 ｢클림트의 그림｣에 대해서는 무효법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55) 1998년 반환법은 2009년 개정되면서 문화재반환법(Kunstrückgabegesetz-KRG)로 명칭이 변경되

면서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3개 조항이 추가되어 현재는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6)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찌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국이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수용한 유럽전승기념일

이다. 

57) StGBl Nr. 9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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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제1호 사유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크레치 교수는 법률문언상의 “원소유자 및 그의 

사망에 기한 법적 승계인에게(ursprünglichen Eigentümern oder deren Rechtsnachfolgen 

von Todes wegen) 반환되는 물건(Gegenstand von Rückstllungen)”의 의미를 매우 엄격하

게 해석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원소유자 및 그의 사망에 기한 법적 승계인”이란 구체적으로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상속인들이다. “반환되는 물건”이란 반환절차법에 따라 반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물건을 말한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들

도 ｢클림트의 그림｣에 대한 반환절차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결여한다고 주장한

다. 또한 제1호는 그 요건이 문언상 “u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뿐만 아니라’로 해석한

다. 즉  이것은 ① 원소유자 및 그의 사망에 기한 법적 승계인에게 반환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는 요건 und(뿐만 아니라) ② 1945년 5월 8일 및 이와 연관된 절차 이후에 ｢역사적·예술

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건의 반출 금지에 관한 연방법률(1918)｣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정

부에 양도되어 현재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다는 해석한다. 따라서 양 요건 중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②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없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한다.58) 

그에 반해 알트만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벨저/라블 교수는 제1호의 문언에서 “und”를 ‘또
는’으로 해석하여 ①의 요건을 충족하든지 und(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

장한다.59)  1948년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상속인들은 결국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문제

의 그림을 남겨두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60) ①의 요건에서 정한 반환절차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반환권리

자가 오스트리아정부를 상대로 그림의 반환절차를 밟은 경우나 그림의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61) 그렇다

면 후자에 해당할 경우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상속인들이 반환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

고 해서 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②의 요건에 대해서도 오

스트리아정부가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을 이유로 클림트의 그림을 취득한 것은 실체관

58) Heinz Krejci, “Zum Fall Klimt/Bloch-Bauer”, ÖJZ [2005] 19, S. 745 또한 그의 책, Der 

Klimt-Streit, (Wien 2005), S. 179. 

59) Welser/Rabl, Der Fall Klimt/Bloch-Bauer –Die rechtliche Problematik der Klimt-Bilder 

im Belvedere-, S. 134 ff.

60) 정확하게는 나찌에 의해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넘겨진 그림에 대해 페르디난트 블로흐-바우어의 유

족들이 그림에 대한 반환절차(Rückstellungsverfahren)를 밟지 않고 이미 갤러리에 넘겨진 상태대

로 두는 것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61) Rabl, Der Fall Klimt/Bloch-Bauer, NZ 2005, S. 257 ff., 26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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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써 아무런 대가없이(unentgeltlich) 정부에 양도된 상태와 다름없

는 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문제의 클림트 그림들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62)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반환법 제1조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 벨저/라블 교수의 의견서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여 문제의 클림트 그림들이 반환법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다.63) 

제2호는 양측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정부가 컬렉터와의 거래나 경매 등을 통

해 선의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를 통한 합법적 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중재판정부는 이와 달리 제2호를 무효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오스트리아 정부가 직접 취득하든 

독일제국을 통해 간접 취득하든 모두 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제2호의 “적법하

게”(rechtsmä́ßig) 정부재산으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무효법상 무효로 인정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스스로 모순적인 내용이고 그러한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것 자체가 오

늘날의 시각에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제의 클림트 그림들에 대해서는 제2호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64) 

결과적으로 반환법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는 알트만 측의 논거를 

대폭 수용하였다. 그에 따라 2006년 1월 15일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문제의 클림트 그림의 

소유권은 알트만 측에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서, 중재비용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 정부가 부담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65)

Ⅳ. 맺음말 - 시사점을 겸하여 -

1. 이상으로 ｢클림트의 그림｣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한 마리아 알트만의 소

송과 중재의 과정 및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그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

구나 그 소송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그림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

대로 한 것이어서 원고의 승소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행사가능성

부터 의심스러운 사건이었다. 게다가 소송의 대상인 ｢클림트의 그림｣은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FSIA)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오스트리아가 취득한 것이었으며 재판당시 이미 50년 이상을 

62) Rabl, a.a.O.

63) Altmann gegen Republik Österreich, Schiedssache 15. Jänner 2006. S. 36 f. 

64) Altmann gegen Republik Österreich, Schiedssache 15. Jänner 2006. S. 47. 

65) Altmann gegen Republik Österreich, Schiedssache 15. Jänner 2006.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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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소송의 결과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깨고 마리

아 알트만에게 ｢클림트의 그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FSIA의 제정과 그 적용에 관해서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FSIA의 제정한 이유는 민사사건에 있어서 외국에 주권면제의 “원칙”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권면제의 “예외”를 분명히 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권면제의 예

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이른바 “징발예외”(expropriation excep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해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6) 즉 

오스트리아정부가 문제된 클림트 그림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는 점,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러한 클림트의 그림들을 통해 미국 내에서 출판·광고·홍

보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로 보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권면

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선례로 작용한다면 향후, 이른바 홀로코스트

(Holocaust) 예술품·문화재뿐만 아니라 전시 또는 식민시기에 반출된 문화재는 취득경위에 

대한 심사보다 출처(provenance)에 대한 심사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

이 높으며, 그러한 예술품·문화재를 활용한 일체의 전시와 관련된 활동도 상업적 활동으로 분

류될 수 있어서 이에 따라 FSIA법상 주권면제의 예외사항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더욱이 미국 법원은 알트만사건의 판결을 통해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FSIA의 입법

의도를 이유로 소급효(retroactive effect)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논리라면 미국 법원이 전시 

또는 식민시기에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이 문제된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FSIA의 소급효

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67) 

 2. 알트만 측이 미국 법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중재를 요청한 이

유는 결국 외국(즉 미국) 법원의 판결에 기한 목적물소재지국가(즉 오스트리아)에서의 집행가

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 법원에

서 정식 재판에 의할 경우 종국판결을 받아 집행을 받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그들에

게 소송보다는 중재를 택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의 

66) FSIA §1605(a)(3). 이에 관한 설명은 본고 Ⅲ. 2. (1) 2) 참고. 

67) 필자의 분석과 유사한 의견으로는 Carlos M. Vazquez, “Altmann v. Austria and the 

Retroactivity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3, Issue 1 (March 2005), p. 222. 알트만 판결 이후에 나찌에 의해 강

탈당한 예술품 반환에 관한 사례에 관한 소개로는 Sue Choi, “The Legal Landscape of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after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26, Issue 1 (Fall 2005),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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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ADR)으로서 중재(arbitration)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민사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법원에서의 정식재판보다 ADR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재법전문가들은 문화재반환

분쟁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ADR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68), UNESCO에서도 

문화재반환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69) 중재제도는 분쟁을 중재판정에 의해 일

회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신중하여야 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제적인 문화재반환분쟁에 있어서 중재인은 결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민족주의적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전문가로서

의 법리적 판단에 입각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여야 한다.70) 이 사건에서 알트만 측이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의 실체법 및 절차법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에 맡기겠다고 제안하였

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제안을 무모한 것이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홈그라운드’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정반대였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

는 법리적인 판단에 충실하였음은 물론, 그 기저에 적어도 중재당사자의 주장과 반론에 충실하

였을 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키지 않았으며 나찌시대의 부당한 재산권침해를 결코 가볍게 보

지 않았음을 간취할 수 있다. 본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은 향후 문화재반환분쟁의 대체적 해결

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알트만 사건은 좁게는 나찌정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약탈한 이른바 홀로코

스트 예술품·문화재의 법적 청산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넓게는 식민지시기 또

는 전시 등 무력 강점기에 발생한 약탈문화재의 반환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의 착상을 제

공한다. 최근에는 점령국의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불법반출하는 행위를 재산권의 침해를 넘어서 

인권의 침해문제로 바라보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71) 알트만 사례는 국가소유의

(state-owned)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강제점령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다른 나라의 문

68) Marc Andre Renold. “Arbitration and Mediation as Alternative Resolution Mechanisms in 

Disputes Relating to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n: Crossing Cultures: 
Conflict, Migration and Convergence—The Proceedings of the 3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History of Art, Jaynie Anderson(edit),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9), p. 1104-6.

69) UNESCO는 2010년 9월에 “Rules of Procedure for Mediation and Conciliation”을 제정하여 

UNSCO가 문화재반환분쟁에 있어서 중재와 조정역할에 나서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restitution-of-cultural-property/mediation-and

-conciliation/ (2018.2.23. 최종접속) 참고 

70) Varner, Elizabeth. “Arbitrating Cultural Property Disputes”,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3, Issue 2 (Spring 2012), p. 513. 

71) 예컨대 Helaine Silverman/Fairchid Ruggels, Cultural Heritage and Human Rights, 
(Springer, 2007) p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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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대해 인권의 차원에서 그 반환을 가능케 하는 초국가적 법리(transnational rule)로 발

전될 여지가 있다.72) 그러한 점에서 알트만 사례는 일제강점기나 미군정기에 수많은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관련국과의 문화재환수분쟁에 대비해서 충분히 참고

할만한 법적 착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논문투고일자: 2018. 02. 24 / 심사 및 수정일자: 2018. 03. 16 / 게재확정일자: 2018. 03. 16)

주제어 : 클림트, 우먼 인 골드, 알트만 사건, 외국주권면제법, 주권면제, 국가면제, 소급효, 

중재

72) Erik Jayme, “Human Rights and Restitution of Nazi-Confiscated Artworks from Public 

Museums: The Altmann Case as a Model for Uniform Rules?”, Uniform Law Review, 

Vol. 11, Issue 2 (2006), p. 398. 여기에서 Jayme교수는 사립 박물관이나 수집상들에게는 이러

한 경우에 1995년 UNIDROIT협약에서의 선의취득자에 대한 공정보상의 원칙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같은 면).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375

<참고문헌>

김석현, “국가면제의 기준 –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제법평론 통권 제29호(2009), 29-81면.

류병운, “외국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판결의 집행: 국가면제(State Immunity)이론의 검토”, 영산법률논총 
제2권 제1호(2005), 154-185면.

박선아, 문화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3.

서오성, “변종예술 전시회와 아직 끝나지 않은 나치 과거사 청산 –코넬리우스 구얼리트 유산사건

(2012-2014)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72집(2016), 123-145면.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5판 (서울: 박영사, 2008).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70년 UNESCO

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양재혁, 국가면제이론의 예외에 관한 연구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상업적 활동’ 예외규정을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4.

이규호 外, ｢문화재 반환 분쟁해결 국제사례 연구｣, 2011년 문화재청 연구용역보고서.

최공웅, 국제소송, 개정판 (서울: 육법사, 1988),

최태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국제법학회논총 제31권 제2호(2006), 11-43면.

Adelman, Jenny, “Sovereign Immunity: Ramifications of Altmann”,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 11, Issue 1 (Fall 2004), pp. 173-194.

Amineddoleh, Leila, “Monunents Men, Hidden Treasures, and the Restitution of Looted Art”, 
NYSBA Entertainment, Arts and Sports Law Journal, Spring 2014, Vol. 25 No. 1, pp. 

16-22. 

Chamberlain, Kevin, War and Cultural Heritage, 2nd ed. (Institute of Art and Law Ltd. 2013)

Choi, Sue, “The Legal Landscape of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after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26, Issue 1 

(Fall 2005), pp. 167-200.

Chorazak, Mark J., “Clarity and Confusion: Did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Revive State 

Department Suggestions of Foreign Sovereign Immunity”, Duke Law Journal, Vol. 55, 

Issue 2 (November 2005), pp. 373-404

Extract, Andrew J., “Establishing Jurisdiction over Foreign Sovereign Powers: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The Act of State Doctrine and the Impact of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Vol. 4 (2005), pp. 

103-122.

Jayme, Erik, “Det Gurlitt-Fall -Grundfragen des Kunstrechts”, in: Peter Mosimann/Beat 

Schönenberger, Kunst & Recht 2014 – Referate zu der gleichnamigen Veranstaltung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Basel, (Bern 2014), S. 127-155. 

Jayme, Erik, “Human Rights and Restitution of Nazi-Confiscated Artworks from Public 

Museums: The Altmann Case as a Model for Uniform Rules?”, Uniform Law Review, 

Vol. 11, Issue 2 (2006), pp. 393-398. 

Krejci, Heinz,  Der Klimt-Streit (Wien 2005)

Krejci, Heinz, “Zum Fall Klimt/Bloch-Bauer”, ÖJZ [2005] 19, S. 733-747.

Rabl, Christian, Der Fall Klimt/Bloch-Bauer, NZ 2005, S. 257-267. 



376   法學論叢 第 35 輯 第1 號

Renold, Marc Andre, “Arbitration and Mediation as Alternative Resolution Mechanisms in 

Disputes Relating to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n: Crossing Cultures: 

Conflict, Migration and Convergence—The Proceedings of the 3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History of Art, Jaynie Anderson(edit),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9), pp. 1104-6.

Ross, Jeremy Ledger, “Escaping the Hourglass of Statutory Retroactivity Analysis in Republic 

of Austria v. Altmann”, Tulane Law Review, Vol. 79, Issue 4 (March 2005), pp. 

1113-1126.

Silverman,Helaine/Ruggels, Fairchid, Cultural Heritage and Human Rights, (Springer, 2007)

Varner, Elizabeth, “Arbitrating Cultural Property Disputes”,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3, Issue 2 (Spring 2012), pp. 477-526. 

Vazquez, Carlos M., “Altmann v. Austria and the Retroactivity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 3, Issue 1 (March 

2005), pp. 207-223 

Welser, Rudolf/Rabl, Christian, Der Fall Klimt/Bloch-Bauer –Die rechtliche Problematik der 

Klimt-Bilder im Belvedere-,〈http://www.bslaw.com/altmann/Klimt/Welser.pdf 2017.2.23. 

최종방문〉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377

<국문초록>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송 호 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하는 벨베데레 미술관은 이른바 ‘우먼 인 골드’로 알려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화를 포함한 클림트의 미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2006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화를 포함한 클림트의 다섯 작품들이 벨베데레를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마리아 알트만에게로 넘어갔다. 본고는 클림트 그림의 상속인으로 알려

진 마리아 알트만과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정부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

해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클림트의 그림｣은 나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

한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소송의 목적물인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가 그린 다섯 작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에 의해 약탈당한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Holocaust) 문화재를 상징한다. 

알트만 사건은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절차와 이후 오스트리아에서의 중재절차 등 2단계의 과정

을 겪게 된다. 하나는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과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중재

이다. 미국법원에서의 쟁점은 미국에 거주하는 私人이 다른 나라 정부(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쟁점은 그림

의 원소유자였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와 나찌에 의해 몰수된 재

산의 반환을 위해 1998년 제정된 반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본고는 미국 법정

에서의 쟁점과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쟁점에 대해 논구함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 식민

지시대에 문화재의 불법 출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문화재환수와 관련하

여 외국과 부닥치게 될 법적 분쟁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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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 owns the Klimt paintings? 

Song, Ho-Young*73)

The Belvedere Museum in Vienna, Austria, is famous for exhibiting Klimt’s art 

collection, including the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known as the “Woman in 

Gold”. In 2006, Klimt five paintings, including the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were transferred from Belvedere to Maria Altman, who lived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ispute between Maria Altman, who is known as heir of 

the Klimt paintings, and the Austrian government that possessed the paintings. In the 

title of this paper, “Klimt paintings” is an expression of five works by Gustav Klimt, 

the object of a lawsuit filed against the Austrian government by a heir of pre-owner 

Maria Altman, who fled to the United States to avoid the persecution of Nazi. In 

terms of this research topic, “Klimt paintings” symbolizes the Holocaust cultural 

properties of the Jews which were looted by the Nazis during World War II. The 

Altman case were taken by two-step processes: a trial procedure in the US court 

and a subsequent arbitration procedure in Austria. The issue in US courts was 

whether a private person in the United States can file a civil lawsuit in US courts 

against other country(here Austria). The issues at the Austrian Arbitration Court 

were whether the testament of Adele Bloch-Bauer had binding effect to her heirs, 

and “Klimt paintings” could be subject to the 1998 Austrian Restitution Act which 

aims restitution of properties confiscated by the Nazi. This paper seeks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 of this case for the solution of legal disputes that 

involved Korea in relation to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were illegally 

expor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Key Words : Gustav Klimt, Woman in Gold, Altmann Case, FSIA, sovereign 

immunity, state immunity, retroactive effect, arbitration

*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Dr. i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