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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영국에서 제국과 제국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이 높아진 것
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이전에도 정치가들이 외교 또는 애국 차원
에서 제국의 존엄과 제국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제국 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국의 산업경쟁력과 해양지
배의 우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는 굳이 제국 지배의 당위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국제적
*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전 발표를 발췌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구체적인 전거는 생략한다.
이영석, ｢역사가와 제국의 진단: 존 실리의 사례｣ 영국 연구 32호(2014), 169-96; 이영석,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 (아카넷, 2019),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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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독일, 미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영국을 뒤쫓거나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
다.1)
피요트르 크로포트킨(P. Kropotkin)에 따르면, 공업 분야 최초 진입
자의 독점은 사라졌다. 독점을 누리던 그 호황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
었다. 그는 특히 독일 공업의 발전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보
불전쟁 이래 독일 산업은 완벽한 재조정을 겪었다. 기계류가 완전히
개량되었고 새로 지은 공장에는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라는 최신
언어를 잘 대변하는 기계를 공급한다. 독일은 뛰어난 기술 및 과학 교
육으로 다수 노동자와 기술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가부문에서 일자
리를 구하지 못한 교육받은 화학자나 물리학자 또는 기술자들이 지식
면에서 민간 산업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있다. 독일의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이 나라의 경쟁력은 현재보다 미래에 훨씬 더 강력해질 것
이다.”2)
우선 전 세계에 걸친 제국 속령과 자치령의 방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1880년대 영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위기의 시대에
영국의 힘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과 해외자치령의 연방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제국(empire)보다는 ‘대영국’(Greater Britain)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으며,3) 이 영향 아래 실제로 영국을 비롯해 해외
자치령에 ‘제국연방연맹’(Imperial Federation League)이라는 조직이 결
성되기도 했다. 역사가 존 실리(John R. Seeley, 1834-95)의 잉글랜드
의 확장(The Expansion of England)

4)은

이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

1) 영국 경제의 쇠퇴에 관한 연구사적 정리는 이영석, ｢영국 경제의 쇠퇴와 영국 자본주의
의 성격｣ 경제와 사회 27호(1995)를 볼 것.
2) P. Kropotkin, “The Breakdown of Our Industrial System”, Nineteenth Century, Vol. 23
(April, 1888), 502-3.
3) 이 글에서는 1707년 이후 Great Britain을 관행상 ‘영국’으로, 그리고 실리의 책에 나오는
‘Englishness’의 경우 ‘영국성’ 또는 ‘영국적인 것’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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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이 책에서 실리는 역사학의 실천적 목적을 전제로, 제국의 과거
와 현재, 새로운 지향성 등을 언급했는데, 특히 백인정착지를 단순한
자치령이 아니라 영국 국민과 국가의 확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
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글에서는 해양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영국이 다른 경쟁국들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실리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실리의 영국 근대사 인식, 대영국론, 인도 문제 등을 차
례로 검토하고 이러한 논제들이 대양 연결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
펴볼 것이다.

Ⅱ. 존 실리의 영국 근대사 인식
1869년 실리는 윌리엄 글래드스턴(W. Gladstone)의 추천으로 케임브
리지대학 근대사 흠정교수(regius professor)에 임명되었다. 실리는 런
던 출생으로 케임브리지 크라이스츠 칼리지에서 수학했으며 1863-69년
간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 고전어 교수를 지낸 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 역사를 가르쳤다. 그 당시 역사학은 아직 학문적 정체
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비록 런던대학에서 몇 년간 라틴어를
가르쳤지만, 그의 역사연구 이력은 논문 두 편을 발표한 정도에 지나
지 않았다.5) 케임브리지 시절 그는 근대 영국정치사를 연구하면서, 그
동안 역사가들이 외면해온 외교 및 국제관계사를 포함시켰다. 이와 아
4) John R. Seeley, The Expansion of England [1883](London: Macmillan, 2nd ed., 1895).
5) 실리는 잉글랜드의 확장 외에 다음과 같은 저술을 남겼다. Ecco Homo: A Survey of
the Life and Work of Jesus Christ (London: Macmillan, 1866); Lecture and Essays (London:
Macmillan, 1870); Life and Times of Ste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8); The Growth
of British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5);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Two
Series of Lectures (London: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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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역사교육의 강화를 통해 직업학문으로서 역사학을 확립하고 대
학교육을 개혁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6) 그 가운데서도 실리
가 식자층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잉글랜드의 확장 때문이
었다.7)
실리는 영제국을 역사서술의 장으로 끌어들인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한 영국인의 활동을 어
떤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잉글랜드의 확장 에서 실리는

영국식 이름, 영어 및 영국인의 세계적 확산을 새롭게 관찰한다. 인종,
국민, 제국 사이의 연결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영국인은 전 세기
부터 세계의 여러 지역에 영국식 지명을 붙이고 그곳에 정착해 영어
를 전파시켰다. 이는 영국의 역사가 이미 브리튼 섬에 국한되지 않고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포함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영국인들은 이 확산
의 의미를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
은 동시대 지식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19세기말 영국은 겉으
로는 절정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경쟁국들의 추
격을 받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일부 지식인들이
국가와 국민 문제를 새롭게 탐색한다. 브리튼 섬을 넘어 새로운 정체
6) 실리의 생애, 역사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Richard Shannon, “John Robert Seeley and
the Idea of a National Church: A Study in Churchmanship, historiography, and Politics”, in
Robert Robson, ed., Ideas and Institutions of Victorian Britain: Essays in Honour of George
Kitson Clark (London: Bell, 1967), 236-67; Peter Burroughs, “John Robert Seeley and British
Imperial History”,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1.2 (1973), 191-211; J.
G. Greenlee, “A Succession of Seeleys”,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4.2 (1976), 266-82; Deborah Wormell, Sir John Seeley and the Uses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John L. Herkless, “Seeley and Ranke”, The Historians,
43.1 (1980), pp.1-22.
7) John R. Seeley, The Expansion of England[1883](London: Macmillan, 2nd ed., 1895). 실리
의 ‘대영국’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볼 것. Daniel Deudney, “Greater Britain or Greater
Synthesis? Seeley, Makinder and Wells on Britain in the Global Industrial Er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2 (2001), 187-298; Duncan S. A. Bell, “Unity and Difference: John
Seeley and the Political The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1.3 (2005), pp.5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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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잉글랜드의 확장 은 1881-2년 실리가 케임브리지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강의했던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처음에 실리는 강의안을 출판하려
는 의도가 없었지만, 간행된 후에 이 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간행
2년간에 8만부 이상이 팔렸으며, 조지프 체임벌린(Joseph Chamberlain),
세실 로즈(Cecil Rhodes), 로즈버리 경(Lord Rosebury), 윌리엄 스테드
(W. T. Stead) 등 저명한 제국주의 옹호자들이 책의 내용에 찬사를 보
냈다.8) 후일 허버트 피셔(H. A. L. Fisher)는 그를 추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역사서도 이 책만큼 한 국민의 정치적 사고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9)
흔히 실리는 제국주의자로 분류된다. 카마 나불시(Karma Nabulsi)에
따르면, 19세기 말 영국 정치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통
이 호전주의(martialism)다. 이는 “전쟁과 군사적 복속”과 상무정신을
고양하며, 이러한 전통이 당시 군인과 관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이념은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제임스 프로드(J. A. Froude) 등
의 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실리도 같은 부류의 인물이라는 주장이
다.10) 물론 이와 달리, 그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로 평가하는 견해
도 있다. 실리는 1880년대에 영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전망은 선거권 확대 및 경쟁국 대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이 비관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이념적으로 영국과 해외
자치령 모두를 연방형태로 엮은 ‘대영국’ 이념을 내세웠다는 것이다.11)
사실 실리의 책이 열띤 호응과 주목을 받은 것은 당시 사회여론의
8) Deborah Wormell, Sir John Seeley and the Uses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154-55.
9) H. A. L. Fisher, “Sir John Seeley”, Fortnightly Review, 60 (1896), p.191.
10) K. Nabulsi, Traditions of War: Occupation, Resistance and th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115-16.
11) Bell, “Unity and Difference”, pp.5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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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는 시기와 맞물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1878년 보수당 집권기 빅토리아 여왕의 인도 여황제 즉위는 자
유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만 하더라도 왕실을 높이려고 새롭
게 도입한 의례는 낯선 것이었고 사람들은 때로는 조롱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황제(empress)라는 말 자체도 영국인에게는 오리엔트적
이고 전제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낯선 말이었다. 자유당의 제국 반대
파는 이 정책을 ‘제국주의’(imperialism)라고 불렀다.12) 글래드스턴은
1880년 총선 유세에서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의 제국정책을 비
판하고 국제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실리가 주장한 ‘대영국’과 연방제도는 기실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들 표현은 이미 1870년대 지식인들의 논설에 등장한다.13) 다만 실리
는 좀 더 긴 역사적 관점에서 이 논의를 바라보고 있다. 제국 문제를
구체적 실천이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기보다는 그 문제에 학
문적 성격을 부여하고 영국사 및 영국 국가의 미래에 관한 자신의 견
해를 포함시킨 것이다. 피터 버로우스(Peter Burroughs)에 따르면, 실
리의 저술 의도는 1870년대 제국주의에 대한 양극단의 접근을 벗어나
제국의 지지가 자유당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었
다. 제국 경영을 단순히 악으로 재단하지 않고, 영국 근대사의 전개과
정에서 식민지, 특히 백인정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국적 가치
의 확산이 근대세계의 발전과 관련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대영국’과 ‘제국 연방’(imperial federation)은 이런 인식을 나타내는 슬
12) 이 시기 자유당인사들의 반제국 논설로는 다음을 볼 것. R. Rowe, “Imperialism”, Fortnightly
Review, 24 (Oct. 1878), pp.453-65; W. E. Gladstone, “England’s Mission”, pp., 4 (Sep.
1878), pp.560-84; F. Seebohm, “Imperialism and Socialism”, Nineteenth Century, 7 (April
1880), pp.726-36.
13) J. Vogel, “Greater or Lesser Britain”, Nineteenth Century, 1 (July 1877), pp.809-31; J.
Vogel, “The British Empire”, pp., 3 (April 1878), pp.617-36; W. R. Greg, “Foreign Policy
of Greater Britain-Imperial or Economic?”, pp., 4 (Sep. 1878); J. E. Jenkins, “Imperial
Federalism”, Contemporary Review, 16 (Jan. 1871), pp.1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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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이었다.14)
실리는 그 시대의 다른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과학적 방
법을 중시하면서도, 그 유용성 또한 강조했다.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
용을 이해하면서 가능하면 미래를 푸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내세운 역사학의 좌우명은 “방법 면에서 과학적이어야 하지만 실
천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천적 목적이란 “과거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단순히 만족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에
대한 관점과 미래에 대한 예견”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15) 그가 말한
과학은 당시 지배적 서술 형태였던 서사적 역사 대신에 “문제제기식
서술로의 전환”을 뜻한다.16) 그 때문에 그는 역사학의 대상이 국가라
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치가, 의회, 위인들의 전기적 사실이나 도
덕적 훈계가 지배적인 역사서술을 비판한다.

정치란 관련세력과 정파의 단순한 투쟁으로 수렴된다고 보는 속설이 있
다. 역사에 대해서도 문학적 표현만을 목적으로 삼아, 시와 산문 사이를
오가는 심미적 서술 내놓아야 한다는 고답적인 견해도 있다. 나는 이 왜
곡이 서로 겹치는 이 두 분야를 부자연스럽게 떼어놓는 데서 비롯한 것
이라고 본다. 정치는 역사를 통해 자유로워지지 않을 때 속류가 된다.
그리고 역사는 실제 정치와 관련성에 대한 시각을 상실할 때 단순한 문
학으로 전락한다.17)

역사학은 무엇보다도 “국가들의 대두와 발전, 국가들의 상호영향,
국가의 번영과 몰락을 가져온 원인” 등 거시적 주제를 다뤄야 할 것이
14) Peter Burroughs, “John Robert Seeley and British Imperial History”,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1.2 (1973), pp.204-5.
15) Expansion of England, 1.
16) 같은 책, p.174.
17) 같은 책,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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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8) 그는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지배적 경향인 內國史, 특히 헌정
사 중심 연구란 당대의 문제에 어떤 지혜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의회의 발전, 개인의 자유 신장에 초점을 맞춘 휘그사학은 미래에 대
해서도 어떠한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영국 근대
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18세기 잉글랜드의 확장이다.19) 이것이야
말로 내국사의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 전통적 역사서술은 이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가들은 18세기를 논하면서 진정한 관점을 놓치는 것 같다. 그들은
의회 논란과 자유를 둘러싼 소요만 주로 다룬다. 이런 문제들에서 영국
의 18세기는 17세기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18세기에
잉글랜드의 역사가 잉글랜드만이 아니라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관련된다
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현재 국가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잉글랜드를 단지 최전방에 내세우고 이른바
영국의 속령을 그 무대의 뒷배경에 방치한 채 쳐다보지도 않는지 유의해
야 한다고 믿는다.20)

영국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주목할 만하고 중요한 경향은 제국
의 발전이다. 17세기 이래 유럽 국가들의 신대륙 점유 및 경쟁과정에
참여해, 영국은 점차로 고립된 섬나라에서 주도적인 해상국가, 즉 식
민국가로 발전했다. 실리가 보기에, 실제로 영국의 번영이 해외 백인
정착지 및 속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영국이라는 나라와
영국의 새로운 영토”가 확장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식민지는 “잉
글랜드 외부의 존재”였을 뿐이다.21) 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18)
19)
20)
21)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책,
책,
책,
책,

pp.175-76.
p.167.
p.10.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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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우선, 해외 진출이 뚜렷한 계획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무심결(absence of mind)에 세계의 절반을 정복하고 옮
겨 살게 된 것 같다. 18세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상상력
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어느 정도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
다.”22) 다음으로, 미국독립전쟁은 이러한 태도를 더욱 더 고착시켰다.
미국 독립은 “영국인의 정신적 태도에 의심과 우려감”을 불러 일으켰
다. 그것이 “잉글랜드의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예견”에 영향
을 주었다.23) 결국 미국의 경험은 후대의 영국인에게 제국이란 일단
식민지가 성숙해지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것
이다.
실리의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백인정착지가 잉글랜드
의 일부라는 주장 때문이었다. 애국주의와 국민적 단합의 경계는 이들
정착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24) 실리는 영국인들이 백인정착지를 잉글랜드와 다른 사회로
보는 분위기를 우려한다. 더욱이 당대에 정치인과 식자층 사이에 식민
지 방어의 책임이 영국에 있는가 아니면 자치정부에 있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해외 이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해외 정착지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더 이
상 영국사회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는 식민지를 소유물로 생
각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비롯한다고 본다.25) 여기에서 실리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의
정착지와 자치령의 확장을 미국의 사례와 견주어보라고 권한다.

22) 같은 책, p.10.
23) 같은 책, p.17.
24) James A, Froude, “England and Her Colonies”, Fraser’s Magazine, 1 (1870), pp.1-17; idem,
“The Colonies Once More”, Fraser’s Magazine, 2 (1870), pp.269-87.
25) Expansion of Englan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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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명히 대규모 이민을 반대하는 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민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영국에 분명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인구 중에서 최상
의 일부가 사라진다. 그 이민은 영국인으로 남아 있지도, 영제국에 기여
하리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이민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인구가 끊임없
이 서부로 이동하는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보자. 그 나라에서 건국 이후
새로운 영토에 지속적으로 정착한 것이 쇠락의 징후나 요인, 또는 활력
의 상실로 여겨지지 않으며, 그와 반대로 엄청난 활력의 증거이거나 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26)

Ⅲ. ‘대영국’과 해양 네트워크
‘대영국’(Greater Britain)이라는 말은 1860년대 이래 일부 지식인들이
거론하고 있다.27) 실리는 특히 백인정착지를 영국이 아니라 단순한
속령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한다. 대중의 인식에 영국(Great Britain)은
브리튼 군도로 각인되어 있다. 백인정착지를 “영국의 확장”으로 바라
보려는 시도는 없었다. 실리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편협한 섬나라근
성(insularity)일 뿐이며, 이 편협성은 해외 이민으로 영국의 가치가 훼
손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에서도 나타난다.28)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지난 수세기동안 계속된 영국의 진보가 영국인의 끊임
없는 대외진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실리는 “영국
식 이름이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는 이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야말로 ‘대영국’의 기초라고 생각한다.29)
26) 같은 책, p.71.
27) Charles Dilke, Greater Britain (1868); J. A. Froude, Oceana, or England and Her Colonies
(1886).
28) Expansion of England, p.71.
29) 같은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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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국’의 개념은 영국인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19세기 후반 대륙을 기반으로 팽창한 강대
국들의 등장에 자극받아 나타난 것이었다. 제국(empire)이라는 표현을
피한 것은, 그 말이 함축한 전제적이고 군국적인 의미가 영국인의 자
유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리 이전에 프로드가 이미
새로운 강력한 국가들에 맞서 영국과 백인 자치령을 연결하는 “군살이
없고 좀 더 효율적이며 응집력이 강한” ‘대영국’의 이상을 설파했다.
“다른 나라의 인구증가, 제국적 에너지, 막강한 정치발전을 고려할 때,
그리고 러시아, 미국 또는 독일에 속하는 광대한 영토와 우리 브리튼
섬의 보잘것없는 면적을 비교할 때, 우리가 식민지를 우리 자신과 동
일하게 생각해서 영국인을 그곳까지 확산시키고 영토를 배가하지 않
는다면 경쟁국들 속에서 한 국가로서 우리 위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어떤 선입견으로도 감출 수 없다.”30) 러시아와 미국은 대륙국가
다. 이들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륙을 연결하
는 철도 때문이었다. 실리는 이들 대륙국가의 대두를 경고한다.

광대한 정치연합을 가능케 한 발명 때문에 크기가 옛날 규모에 지나지
않는 국가들은 이제 불안정해지고 중요성을 상실했으며 이류 국가로 전
락하게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후 반세기동안 존속할 경우 이들 두
나라는 종국에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구 유럽 국가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이들 나라를 이류 국가로 떨어뜨릴 것이다. 영국도 자신을 단순히 한 유
럽국가로 여긴다면 결국 이에 해당될 것이다.31)

30) J. A. Froude, “England’s War(1871)”, in idem, Short Studies on Great Subjects, 1867-84
(London: Longman Green, 1894), Vol. 2, p.500. 프로드(1818-94)는 빅토리아시대에 활동
한 작가이자 역사가다. 오랫동안 Fraser’s Magazine지 편집장을 지냈다.
31) Expansion of England,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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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쟁국에 맞서 영국이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실리는 대륙국가 미국의 발전을 주목한다. “여러 대양에 의해 갈라져
있는 영국인은 근대 과학의 발명을 십분 활용해 미합중국과 같은 그
런 國體를 고안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완전한 자유와 굳건한 지역간
통합이 무한정의 영토 확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32) 사실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공화국은 자유와, 그리고 제국은 전제와 동일시되었
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외 등은 넓은 영토
를 가진 제국에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가 나타나기 어렵다
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몽테스키외는 전제에 대비되는,
개인 자유와 결합된 대의정부는 오직 크지 않은 영토, 고대 그리스 도
시국가나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에서 개화했다고 주장한다.

공화국은 그 본질상 작은 영토만 갖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다. …… 거대한 국가에서는 공공의 복지가 무수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해 희생된다. 그것은 여러 예외를 갖게 되고 우연한 일에 의존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작은 공화국에서는 공공의 복지가 좀 더 잘 체감되고
더 잘 알려져서 시민들 바로 곁에 있다.33)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새로운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전에 힘입어 합
중국의 형태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미국은
연방주의를 통해 광대한 대륙을 통합할 수 있었다. 미국의 성공은 2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발전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미국의 성공은 경쟁국
의 등장으로 위기에 직면한 영국의 미래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실리가 보기에, 당대 영국의 선택은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하나는

32) 같은 책, p.195.
33)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이명성 역(홍신문화사, 1988), 1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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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륙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영국의 길로 나가는 것, 다른 하나는
순전히 유럽 열강의 수준으로 위축되는 것이다.34) 유럽의 다른 국가
와 달리 영국은 인구, 영토, 자원 면에서 대륙국가 못지않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 요소를 통합하고 결합할 의지
도, 정책도 갖지 않았다. 영국인 스스로 “단지 유럽 대륙 북서해안에
떨어져 있는 섬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 자처했을 뿐이다.35) 브리튼과
백인자치령을 통합하려는 기획과 일관성과 응집성이 없었다.
실리는 브리튼섬과 백인자치령을 결속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다가
왔다고 단언한다. 지금까지 영국의 자치령과 속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영토였다. 19세기 철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운활
동에 근거한 영국의 이점은 위축되는 대신 준대륙국가인 미국과 러시
아가 등장했다. 그러나 증기선, 전신, 전기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더
불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네트워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무르익었다. 영국과 해외자치령이 정치
적으로 밀접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제국이 될 수 있다. 증기와 전기의 시대 이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인종과 종교의 강력하고도 자연스러운 결합이 실제로는
거리 때문에 해체될 그런 국가가 이제는 아니다. 거리가 과학에 의해 소
멸되고, 그 다음에 광대한 지역에 걸친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이 미국과
러시아의 사례에서 입증되자마자, 이제 곧 ‘대영국’(Greater Britain)이 출
범하는 것이다. 현실이 아니라 강고한 현실로, 그것은 좀 더 강력한 부
류의 정치연합에 속할 것이다.36)

34) Expansion of England, p.350.
35) 같은 책, p.10.
36) 같은 책,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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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과학이 여기저기 흩어진 영토의 결합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제
원거리는 증기력과 전기로 상쇄된다. ‘거리의 소멸’(abolition of distance)이 가시화된 것이다.37) 이 추세에 관해 실리는 다음과 같이 단
언할 수 있었다. “과학은 정치조직에 증기력을 이용하는 새로운 유통
망과, 그리고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신경체계를 제공했다. 이 새로운
조건 때문에 식민지 문제 전반을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
영국’이라고 하는 옛 유토피아를 실제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38)
실제로 실리가 활동하던 시대에 영국은 해외 자치령과 속령을 신속하
게 연결하는 해상네트워크는 물론, 해저전신망을 갖췄다.39) 실리는 해
상교통망과 통신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새로운 ‘대영국’의 이미지를
‘세계의 베네치아’(world-Venice)라는 말로 표현한다.

내가 소개한 두 국가[미국과 러시아]가 거대한 정치적 통합체로 나아가는
근대적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난점을 줄여준
현대 발명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 국가는 육지로 연속된
강국이다. 그 두 나라 사이에, 그에 못지않게 광대하지만 연결되지 않은,
여러 방향으로 그 대양이 흐르는 국가가 있다. 그러나 세계의 베네치아,
바다가 도로로 이용되는 거대 영국이 있다.40)

37) 근대 과학기술의 충격을 나타내는 ‘공간의 붕괴’(collapse of space)나 ‘거리의 소멸’과 같
은 표현은 1870년대 미국의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이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을 철도편으로 여행한 후 “철도는 거리를 없앴다”고 말했다.
Deudney, “Greater Britain or Greater Synthesis?”, 191 참조. 19세기말 공간관념의 변화는
다음을 볼 것. Stephen Kern,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1880-191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38) Expansion of England, p.87.
39) 실제로 19세기 후반 해저전신망 구축은 영국이 주도한다. 해저전신망 개통연대기는 다
음과 같다. 1851년 영국-프랑스, 1866년 영국-아일랜드-뉴펀들랜드, 1868년 영국-캐나다,
1870년 영국-호주, 영국-싱가포르-자바, 1879 영국-케이프타운, 1890년 호주 동부-서부해
안.
40) Expansion of England,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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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가 ‘거리의 소멸’을 키워드로 삼아 해양담론, 즉 오늘날의 시각
으로 보면 제국네트워크론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새로운 기술혁신을
목도한 결과였을 것이다. 증기선과 해저전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근래 19세기 중엽 이후 전신망과 해저 케이블을 주목하는 연구가 나
타나고 있다.41) 아마 이 시도는 영제국을 최초의 지구화라는 맥락에
서 설명하려는 근래의 추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 같다. 이런 시각은
전신과 더불어 영제국이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들의 연결을 가속했고
기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를 초래했
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신기술이 처음 상용화된 것은 1851년의 일이다. 이 때 영국과 프
랑스 사이에 전신망이 설치되었다. 그 후 영국 주도로 제국 영토를 연
결하기 위해 해저전신망을 깔기 시작했다. 1866년 영국-캐나다, 1870
년에 이르면 영국-싱가포르-자바, 1890년 영국-오스트레일리아, 1879년
영국-케이프타운, 1901년 영국-필리핀을 연결하는 해저전신망이 개통
되었다.42) 전 세계를 전신망으로 연결한 것은 영제국의 필요성 때문
이었다.43) 이 전신망에 힘입어 영국 또는 식민지 신문들이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다른 지역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신을 이용한
신속한 신문 보도는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제국을 동시적인
세계로 묶어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증기선(steamer)의 이용 또한 제국 네트워크에 긴요한 기술진보였
41) Tom Standage, The Victorian Internet: The Remarkable Story of the Telegraph and the
Nineteenth Century‘s Online Pioneers (London: Walker and Company, 1998).
42) Simon J. Potter, “Webs, Networks and Systems: Globalization and the Mass Media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British Empire”, Journal of British Studies, 46/3 (2007),
p.628; 이영석,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 (아카넷, 2019), 2장 참조.
43) 1892년 당시 세계 10대 해저 전신회사 중 영국 회사가 4곳이었고, 특히 영국의 동방전
신회사(Eastern and Associated)가 운영하는 해저 전신망은 전 세계 케이블의 45.5퍼센트
에 이르렀다. D. R. Heatrick and P. Griset, “Submarine Telegraph Cables: Business and
Politics, 1838-1939”, Business History Review, 75/3 (2001), p.560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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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80년대 이집트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증기선의 보급이라는 기
술혁신의 측면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이 시기에 제국 연결망을 강화한
중요한 동력은 실제로 증기선의 개량과 혁신에 힘입은 것이었다. 19세
기 중엽만 하더라도 증기선은 기존의 목제 범선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높지 않았다. 목제 범선과 철제 증기선은 거의 한 세대 이상 서로 경
쟁 관계였다.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 결함이 있었음
에도 영국 회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영
국에서 증기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812년의 일이다. 그 후 선박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843년 동인도회사의 증기선 실태를 조사
한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1838-42년간 회사 선적 증기선은 콜카타, 뭄
바이를 거쳐 수에즈에서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따라서 운하의 필요성
은 이미 이때에 나타났을 것이다. 1838-39년에는 8척의 증기선으로 인
도-수에즈까지 총 12회 운항하고 있다.44)
1850년대에 이르면 철제 증기선의 승리는 명백해졌다. 이 승리를
주도한 나라는 물론 영국이었다. 1870년 영국에 등록된 증기선은 총
110만 톤에 이르렀는데, 다른 유럽 국가 가운데 프랑스만이 15만 톤의
증기선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45) 특히 대양항해에서 철제 증기선
이 비교우위를 갖게 된 것은 外輪으로 추진하던 기존 방식을 스크루
로 대체한 이후의 일이었다. 이 방식으로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급속하
게 높아졌고, 범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 여러 백인
자치령 및 식민지 사이의 연결망이 긴밀해진 것은 물론이다. 증기선의
전성시대에 세계무역은 이전과 같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지속
적이고도 정규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편, 여객운송, 화물수

44) Parliamentary Papers, 1843 (399) 35, “Returns of the Steam Vessels employed by the East
India Company”, pp.82-83.
45) 어니스트 페일, 서양해운사 김성준 옮김 (혜안, 2004),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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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이르기까지 제국 각 지역 간 이동속도가 빨라졌다. 증기선의 대
형화, 전신기술의 보급과 더불어 해운 분야에서 여객과 화물을 나르는
정기선이 지배적인 추세가 되었다. 요컨대 이러한 추세는 무엇보다도
영제국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리
의 해양담론은 바로 당대의 이같은 변화를 체감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Ⅳ. 인도 문제에 관하여
실리는 17세기 이래 영국 근대사를 ‘잉글랜드의 확장’이라는 맥락에
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더욱이 19세기 후반 국제 정세 아래
서 유럽의 신흥 강국 독일,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대륙국가와 경쟁에서
기존의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외 자치령과 영국이 공통의 자격
으로 참여하는 합중국 또는 연방제라는 정치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이 구상에서 인도는 제외된다.46) 대영국에 포함될 자
치령은 앵글로-색슨 인, 영어, 영국 문화, 영국적 관습이라는 공통 분
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도는
전혀 인종적․언어적․문화적 공통점이 없는 이질적인 사회다.

자치 식민지 외에 인도가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우리와 동질적인 인종
또는 종교 공동체가 없다. 이민과 식민화에 의해 형성된 탄탄한 토대가
아주 부족한 것이다. 여기 자치령 못지않게 심각하고 어려우며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어느 문제든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전에 우리가 수중에 넣었던 속령 못지않다. 두 민족이 동시에 같은 나라

46) 그는 이렇게 단언한다. “인도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제국이 될 수
있다”(Expansion of England,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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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치게 보인다.47)

백인정착지가 아닌 식민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도였다. 확
장 2부는 인도에 관한 서술이다. 그는 인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한
계기가 프랑스와 전쟁이라는 점을 명시한 뒤에, 신대륙 발견 이후 “그
지역의 부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서술한다.48)
여기에서 그는 인도 지배를 영국의 계획된 의도보다는 우연하고도 정
치적인 일련의 사건과 계기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정으로 이해한다. 영
국의 확장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인도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당시 인도는 “누군가에게 먹히기를 기다리는” 상
태와 같았다.49) 따라서 인도는 외부 정복이 아니라 내부 문제로 식민
지가 된 것이다.50)
그가 표방한 ‘대영국’은 영국인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근대사의 전개
에 부응한 것이다. 인도는 영국의 정복으로 획득한 것이지 정착의 결
과가 아니다. 그는 현재 영국의 제국정책이 모순되어 있다는 점을 인
정한다. “어떻게 동일한 나라가 거리낌 없이 아주 다른 두 정책, 아시
아에서는 전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민주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
을까? 동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와 수천에 이르는
사원 재산의 안내자로서, 그와 동시에 서양에서는 자유사상과 영적 종
교의 옹호자로 나타난다.”51) 그는 궁극적으로 ‘대영국’에서 인도가 배
제되는 편이 낫다고 행각했는데 이는 문화적 공유점이 없기 때문이다.

47)
48)
49)
50)
51)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책,
책,
책,
책,
책,

p.204.
p.305.
p.247.
p.241.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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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도 지배에서 이룩한 모든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인이 행복
한지 어떤지를 의심한다. 우리의 통치가 그들에게 보다 행복한 상태를
예비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통치가 그들을 더욱 비참한 상태로 떨어
뜨리고 있지나 않는지 의심한다. 우리는 아마 순수한 아시아인의 정부,
그리고 힌두 주민,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훨씬 더 민족적인 정부가, 결
국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정부는 우리 자신의
정부 같은 외국인의 비동정적인 정부보다 덜 개화되었겠지만 훨씬 더 동
질적일 것이기 때문이다.52)

실리가 보기에, 백인 자치령과 인도는 양극단에 있다. 자치령의 적
절한 정치 제도를 인도에 적용할 수 없다. 자치령은 가장 선진적인 앵
글로-색슨인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도정에 있다. 그곳은 과거보다
는 오히려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 정부와 모든 제도는 영어에 바
탕을 두고 있다. “자유, 산업, 발명, 혁신, 그리고 정숙함”만 있을 뿐이
다. 영국과 이들을 모두 포함해 ‘대영국’이라는 연방을 구성한다면 동
질적이고 모두가 하나인 정치체가 될 것이다. 실리는 인도에 대해서는
미래가 아니라 오직 과거만이 현존한다고 말한다.53)
그렇다면, 왜 영국은 인구 2억에 가까운 인도아대륙을 장악하려고
했는가? 실리는 이 또한 초기 영국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의도하지 않
은 상태에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무
굴 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다.
무굴 제국 자체가 전제적이었고 지방의 토후국과 곳곳의 군벌들은 민
중에 대한 약탈이 자신의 주된 업무라고 여길 정도였다. 한 때 무굴
제국을 대신해 인도 대부분 지역을 지배한 마라타 연맹도 약탈조직의
연합에 지나지 않았다. 한 마디로, 그 당시 인도는 “안정된 정부 아래
52) 같은 책, pp.273-75.
53) 같은 책, pp.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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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54)
18세기 중엽 이래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도를 수중에 넣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기에 인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19
세기 초에도 여전히 동양과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 회사가 맡았
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개 상인회사가 어떻게 인도아대륙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는가? 실리는 이 의문점은 인도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맥
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인도라는 명칭은 오랫동
안 인도아대륙을 가리키는 지리적 맥락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다.
오랫동안 ‘인도’라는 정치체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동인도회
사가 프랑스와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인도를 장악한 과정을 나폴레
옹의 대륙 지배에 비교한다.

인도에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 같은 정치체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인도라는 말은 지리적 표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쉽게 정복
당했다. 마치 이탈리아와 독일이 나폴레옹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듯이
말이다. 19세기 초 전체로서 이탈리아와 독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
어 강력한 이탈리아나 독일이라고 하는 국민감정도 없었다. ‘독일’이 존
재하기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독일의 특정한 영방국가가 다른 영방
국가에 맞서게끔 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과 전
쟁을 벌일 때 그는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55)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구사한 이런 전술을 인도에
적용하고 또 동인도회사 관계자들에게 알려준 세력도 프랑스 군이었
다. 나폴레옹이 중부유럽에서 이 정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54) 같은 책, p.226.
55) 같은 책,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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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듯이, 프랑스인 듀플렉스는 일찍이 인도 토후국이 다른 나라와 만
성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싸움을 방해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그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56) 동
인도회사는 처음에 자국의 상관을 보호하고 무역상의 불이익을 당하
지 않기 위해 토후국들의 싸움에 개입하게 되었다. 동인도회사가 동원
한 군대는 절대 다수는 영국인이 아니었다. 영국인이 훈련시킨 인도인
용병이었다. 말하자면, 이미 나폴레옹이 구사했듯이 동인도회사는 소
수의 군병력을 동원해 인도인을 훈련시켜 병사로 충원했던 것이다. 그
럼에도 1858년 세포이 난을 제외하고는 어떤 소란이나 그들의 위협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당시 근본적인 사실은 인도가 외국인에 대해 별다른 질투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통합이라는 인
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아대륙에 ‘인도’는 아예 없었다. 그러므
로 적절히 말해서 ‘외국인’도 없었던 것이다.57)

그러나 유럽 대륙에 버금가는 영토와 그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지
역을 일개 무역회사가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동인도회사는 상업적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인도를 지배했다. 인도 주
민의 삶에 관심이 없었고 회사 사무관들은 대부분 인도의 관습에 익
숙해져 부패에 빠졌다. 동인도회사의 특권을 없애고 인도에 글자 그대
로 ‘정부’를 세워 그 정부를 영국 정부가 감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인도 정부는 영국 정부가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영국과 접합점이 없다. 인종, 언어, 문화, 관습은 물론, 인도인

56) 같은 책, p.234
57) 같은 책,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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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거두는 세금 또한 영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인도 정부의 운
영과 방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실리는 이제 영국이 인도의 문명
화라는 지대한 짐만 떠안게 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어
려운 작업이며 영국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리가 ‘대영국’에
서 인도를 배제하고 독립을 권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Ⅴ. 실리의 역사해석이 말해주는 것
실리의 역사 해석에서 ‘의도하지 않은’ 제국이나 ‘방심한 상태’에서
획득한 제국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자기 변호적인 수사에 가깝다. 이
표현의 이면에는 영제국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불식하려
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 영제국은 정부의 의도적인 기획에 따라 형성
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전개되다보니 어느 틈에 제국이 되었다는 의
미다. 이는 제국의 선도자들이 영국 정부와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진출하려는 사적 개인과 집단이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
들이 국왕의 특허장(charter)을 얻어 경쟁적으로 해외에 진출했다는 것
이다. 이는 또한 17-18세기 영국의 인구 증가, 자유 중시 분위기, 해양
진출, 입헌군주제가 상호작용해 낳은 기현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제국주의 정책과 의도를 은폐하고 더 나아
가 영제국과 다른 제국들 간의 차이를 강조할 위험이 뒤따른다. 처음
에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영국 정부는 제국의 확
장과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9세기 중엽 영국 외무성은 유럽 대륙국가와 외교사건을 주로 맡으
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적 제국에 해당하는 지역들, 이를테면 이집
｜Ship’s Bench｜영 제국과 존 실리의 해양담론 29

트, 수단, 중국, 서아프리카, 지중해지역, 열대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식민성은 왕실령, 속령, 보호령, 백인자치령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인도정청(India Office)의 관할 지역은 인도를
비롯해 버마, 페르시아 만 일대, 아덴,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 등이었
다. 이밖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군사적․전략적 요충지는 해군성이나
혹은 육군성이 맡았다. 여러 부서들이 식민지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배방식에서 어떤 일관성을 찾기도 어려웠다. 이런 방만한 경영은 무
계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바라
볼 수도 있다. 식민지 경영에 영국 정부 부처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실리의 저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18세기 영국의 확장을 다
루면서 단순히 식민지 확대라는 현상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과 18세기
유럽의 국제관계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세기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에스파냐 등이 서로 뒤얽혀 여러 차례
국제적인 전쟁을 치렀다. 흔히 이런 국제관계는 흔히 유럽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실리는 18세기의 혼돈 자체가 신대
륙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경쟁이 유럽에서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글자 그대로 유럽의 ‘근대’는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으로의 확장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다.58) 실리의 역사해석이 보수적이고 자국 중
심주의적임에도 바로 이런 시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다시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실리는 19세기 영제국이 해양 연결망이라는 점을 강조
58) 이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실리의 책 2장은 18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관련된 일련
의 국제전쟁, 에스파냐왕위계승전쟁(1702-13),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48), 7년 전
쟁(1757-63)을 비롯해 나폴레옹전쟁까지 유럽사의 맥락보다는 북아메리카 및 서인도제
도의 지배권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같은 책, pp.20-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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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네트워크는 대륙을 중심으로 확장된 제국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수평적 관계를 지향
한다. 19세기말 경쟁국들의 도전에 직면한 영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그는 수평적 관계를 인정한 영국과 백인자치령간 연방형태의 헌정
질서를 제안한다. 이 수평적 관계가 ‘영국 문화의 전통과 백인성’을 매
개로 이루어지면서 인도권은 배제된다. 여기에서 그의 해양담론과 대
영국이라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이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19세기 영
제국은 군사적 요충지라는 섬을 항로라는 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 확장되었다. 이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과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항로였다. 이를 위해 영국은 지브롤터,
몰타, 키프러스, 수에즈운하, 아덴, 콜롬보, 말라카해협의 페낭, 싱가포
르, 그리고 남중국해의 홍콩을 잇는 연결망을 중시했으며, 19세기 영국
의 외교정책은 이 연결망 유지를 최우선적인 순위에 놓고 전개되었다.
문제는 실리의 대영국론과 영국 해양정책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모
순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인도양항로를 포기하지 않으려
면, 영국은 백인자치령국가와 연방제와 동시에 인도아대륙을 식민지
로 지배하는 이중지배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실리의 해양담론은
바로 이 같은 모순점을 노정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기본
적으로 그의 자국 및 백인중심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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