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0-1825년 러시아의 대영 무역정책의 변화와 

영국의 원자재 확보의 다변화 

박 지 배* 

1. 들어가는 말 

18세기 초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서유럽과 무역을 시작한 이후 주요 무역 

상대국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자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원자재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했고 막강한 상선대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무역’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 

한 영국의 수요에 힘입어 자신의 광대한 영토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과 반제품 

을 수출할 수 있었으며， 이에 힘입어 자국의 화폐경제와 농업 및 산업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영국의 무역은 처음에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공생의 관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영국 상인이 무역의 주도권을 확대해 나갔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영국 상인은 경제상의 우위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러 

시아 상인이 납품할 상품의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였으며， 필요한 상품을 원하 

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1) 영국 상인은 이러한 거래방 

식으로 ‘러시아 무역’에서 다른 외국 상인은 물론 러시아 상인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 수출 상품의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 결정 

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해외무역에서 영국이 

행사하는 헤게모니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는 영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영국 상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무역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은 ‘유럽세계경제’ 속에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러시아가 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1) 11. r. reoprw(1794) , CC.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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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역에서 유럼의 주도권을 완화하고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주체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다. 

아직까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1사분기띄 러시아 정부의 대영 무역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없다. 기존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러시아 

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2) 대영 무역정책에 관한 띤구들은 주로 

러 · 영 무역협정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따.3) 그러나 러시아 해외무역에서 

영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러시아 해외무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 

구들은 대영 무역정책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루고 있다. 

러시아씌 학자들은 러시아 정부의 해외무역정책이 주로 자유무역정책이었는 

지 보호무역정책이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많은 학자들이 예카 

테리나 2세의 관세정책이 귀족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유무역정잭이었다고 평 

가하지만，4) 포크로프스키 (c. A. nOKpOBCKHH)는 자유무역으로 보이쉰 관세정책에 

서도 보호무역의 성향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예카테리나의 대꾀 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은 명백히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섣한다.5) 한편 

영국의 역사가 카플란(H. H. Kaplan)은 예카테리나가 영국의 헤게모니에서 벗 

어나려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국 상선의 확대보뎌는 외국인을 

귀화시키눈 정책이 주가 되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 i조한다.6) 

한편 러·영 무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러시아와 영국의 학자들아 주로 자국 

의 경제적 우위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러시아 학자들은 대개 

러시아의 생산능력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수출 상품이 영국의 겪제발전에 크 

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7) 반면에 영국 학자들은 러시아 상품이 영국에게 필 

요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영국의 수요를 필요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8) 단지 영국의 역사가 카플란만 

이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영국과 러시아 모두 상호 의존적이었음을 지적하 

2) K. JJOlll>l*eHC KHH (1886); A. H. M5I4HH (1995l. 

3) n. A. oCTpoyxoB(1914l; D. K. Reading(1938) 등. 

4) B. BHT'leBcKHH(1909), C. 16; A. H. M5I4HH(1995), c. 52 등. 

5) c. A. nOKpoBcKHH(1947), CC. 114-116. 

6) H. H. Kaplan(1995), pp. 271-272. 

7) 6. r. Ca패4eB(1953); A. M. CTaHHCJ1aBcKa5l (1957); A. K삶lan(1979). 이 미 타계 한 저 명 

한 경제사가 카한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보 재직하였으나， 발트치역 출신이다. 

8) M. S. Anderson(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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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교적 균형 있는 결론을 내렸다. 카플란은 18세기에 영국은 러시아 상품 

없이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지만 1815년 이후에 영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였 

고， 더 이상 러시아 원료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9) 

그러나 카플란의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연구 

시기를 예카테리나 통치시기로 제한하고 있어 러시아 해외무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카플 

란이 이용한 자료는 주로 영국 사료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구 

체적인 대웅이라든가， 러시아 사료에 나타난 러·영무역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 

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로 러시아의 대영무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가격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1사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정 

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또한 영국은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체제 내에서 불리한 교역 여건을 해소하려는 러시아 정 

부의 시도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세계경제’에서 경제적 후발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진 국가의 경제적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2. 영국 상인의 특권과 예카테리나 2서|의 대영국 견제정책 

18세기 후반에 ‘러시아 무역’에서 영국의 주도권은 확고한 것이 되었다. 영 

국 상인들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유랩세계경제’의 초강대국으로 부상 

하는 자국의 경제적 힘이 뒷받침되었겠지만，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역시 

중요하였다. 영국 상인들은 1734년과 1766년에 맺은 러·영 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 상인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교역할 수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 

에 거주하거나， 상품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무역협정의 보호를 받았고， 또한 

관세 납부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먼저 ‘1734년 무역협정’10)으로 영국 상인들은 페테르부르크， 아르한겔스크， 모 

스크바의 외국인 거주지에서 집을 짓거나， 빌릴 수 있었고， 또한 사고 팔 수도 

9) H. H. Kaplan(1995) , pp. 272-273 

10) nOπ~oe co6paHue 3aKoHoB(이 하 nC3) , T. 9, No. 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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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언급한 지역에서 영국 상인은 숙영 부담(rrOCTOHHa.H lIOBHHHOCTb)에 

서 면제되었다.(16항) 한편 ‘1766년 무역협정’11)으로 영국 상인은 뜩별한 도시법 

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 러시아 전 지역에서 집을 짓거나， 벌리거나， 사고 

팔 수 있었으며 페테르부르크， 아르한겔스표， 모스크바 지역에시 거주하는 경 

우 숙영 부담을 변제받았다.(14항)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는 경우 숙소를 제공 

해야 하눈 숙영 부담은 다른 외국 상인들판 물론이며 러시아 싼인들도 져야 

하는 것으로， 숙영 부담의 면제는 영국 상인들이 러시아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특권이 되었다. 

‘1734년 무역협정’으로 영국 상인들은 허용된 모든 장소에서 파시아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가져온 상품을 팔고서 받은 러시아 파폐로 러시아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7항) 그리고 영국 상인은 러시아 내의 

허용된 지역에서 허용된 상품을 육로나 수로로 자신의 주거지료 가져올 수 

있었다.(4항) 또한 배가 떠나는 모든 일반적인 장소에서 영국 싱-인은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자신이 구입한 상품을 선박이나 마차에 실어 수로냐 육로를 통 

해 가져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9항) ‘1766년 무역협정’은 이를 모두 다시 

확인하였다.(4항， 7항， 8항) 

한편 엠국 상인은 ‘1734년 무역협정’으로 수출입 상품에 대한 판세에서 다른 

국가의 상인들이 납부하는 것보다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최혀(국 지위를 누 

렸으며， 수출의 경우 러시아 상인과 똑 같판 관세율을 적용 받았다.(10항) 또 

한 영국산 플란넬(FlanneD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즙 관세를 할인 

받았다. 그리고 ‘1766년 협정’에서도 이를 보장하였다.(9항) 더욱 <:'1 영국 상인 

은 ‘1734년 무역협정’에 의해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세금을 탈러 

(Th머er)화12)가 없을 경우 러시아 유통은화로 지불할 수 있었고， 환율은 1탈러 

에 125코페이카로 정하였다.(5항) 그리고 ‘1766년 무역협정’에서는 영국 상인이 

탈러화가 없을 경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세금을 탈꾀화와 맞먹는 

외국화폐나 러시아 유통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하였고， 다시 1틸퍼를 125코페 

이카로 정하였다.(5항) 이러한 특혜로 영국 상인은 탈러와 루블의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화폐로 관세를 지불할 수 있었으며， 까신의 상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받은 러시아 화폐로 거래 비용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 

11) nC3, T. 9, No. 12682. 

12) 탈러화는 러시아에서는 에피모크(e빼MOK)로 불렸는데， 순은 24.686그 1샘을 함유하였 

으며， 19세기 초까지 발트무역에서 결제대금으로 널리 사용되던 국제 화폐였다. 



176삐-1없5년 러시아의 대영 무역정책의 변화와 영국의 원자째 확보의 다변화 331 

었다. ‘1766년 관세율’은 다른 외국상인들도 관세의 반은 러시아 유통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하였지만 1772년에 러시아 정부는 다시 영국 이외의 외국 상 

인들이 관세의 전부를 탈러화로만 납부하도록 하였다.13) 

언급한 1734년과 1766년의 무역협정으로 영국 상인들은 러시아 내의 지정 

된 장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무역을 수행할 수 있었고， 관세를 

탈러화가 아닌 러시아 화폐로 지불할 수 있었으며 최혜국의 특권을 누렸다. 

영국 상인들은 성장하는 자국 산업이 갖는 ‘수요의 힘’과 막강한 해상능력 그 

리고 자본가용능력으로 ‘러시아 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언급 

한 무역협정에서 얻은 유리한 조건 역시 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이미 1750년에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 

갈， 에스파냐 상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영국의 주도권을 막자고 결의하였던 것 

이다.14)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견제와 우려의 목소리들은 영국 상인 

들의 법적인 권리들이 실제로 러시아 무역에서 시행되었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예카테리나 2세는 1767년에 자신의 정치 철학이 담긴 ‘훈시 (HaKa3)’에 

서 당시의 무역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어떤 

국가가 자신의 모든 상품을 단지 한 나라에게만 판매할 때 그것도 상대 국가 

가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게 될 때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였다.15) 여기 

서 ‘어떤 국가’는 러시아를 ‘한 나라’는 영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 부처에서도 영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769년에 러시아의 광업성 (5epr-KOJIJIenUI)은 영국인들이 한꺼번에 몇 년씩 계 

약을 맺어 러시아 철을 사들이고 있으나 러시아 철 생산업자들은 영국이 스 

웨멘 철을 구매하거나， 혹은 아메리카에 철공장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하여 철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철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중해로 진출하여 새로운 철 수요를 개척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 

다 16) 한편 러시아 상업위원회 (KOMHCCHjf 0 KOMMepI..\HH)는 영국의 독점에 대한 

13) H. H. φHpcoB (1901) ， c. 30. 

14) W. Kirchner(l966), p.l35. 

15) c. A. TIoKpoBCKHlt(1947), c. 119. 

16) A. B. lleMKHH(1994), CC.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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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에 있어서는 광업성과 인식을 같이 했지만， 다른 해결방법쉰· 제시하였다. 

상업위원펴는 광업성의 제안대로 지중해로 철을 싣고 간다고 해도 돌아올 때 

가져올 물건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tl] 싼 값에 철 

을 팔려고 하기보다 더 많은 철을 생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17) 또 

한 1774년에 상업위원회 위원이었던 쉐르바토프 (M. M. lIlep6aTOB:'는 영국 상인 

들이 누리는 특혜로 러시아 무역이 영국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출업자 

들이 러시아 상품에 대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8) 

러시아 상인들의 불평 역시 대단하여 1760년에 100명 이상의 상인들이 서 

명한 탄원서에는 1734년의 러·영 무역협정 이후에 영국 상인쉰은 자신들이 

내는 인두세나 기타 잡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리면서 시장을 장악 

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19) 영국 상낀들도 자신들 

이 주둔 군인들에게 숙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 러시아 섬인보다 유리 

한 위치에서 무역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20) 

18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차르로부터 정치가， 귀족， 상인 모두 엽국 상인의 주 

도권 행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의 핵심은 자산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영국이 원하는 가 

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광업성은 

러시아 철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영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러시아 상인들은 영국 상인이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특권을 제한 

해야 한다고 탄원하였다. 즉 러·영 무역에서 상품 가격을 책정할 때 항상 영국 

상인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 상인의 기록에서도 증명되는 

데 19세기 초에 영국 상인 오디(J. J Oddy)는 “영국은 러시아에 상당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어 런던의 왕립 거 래소(Royal Exchange)에서 내년도 가격을 상당 

히 정확히 산출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21) 이러한 상획에서 러시아 

정부는 영 국 상인의 주도권에 대해 정책적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띄 대영국 견제는 1780년에 예카떼리나 2세가 해상에서 무장중립 

(BOOPY)i(eHH뼈 HeHTpaJUlTeT) 동맹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꾀었다. 아메 

17) A. B. lleMKHH(l994), CC. 49-61. 

18) K. JIo때:l<eHcKHH (1886) ， TIpHJlO:l<eH뼈， CC. 29-30 참조. 

19) c. A. TIClKpoBcKHß(1947), c. 121. 

20) A. B. II당MKHH(1 994) ， CC. 49-51. 

21) ]. Oddy (1805),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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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독립전쟁(1775-83)으로 영국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프랑스，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영국이 해상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적국과 중 

립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가함으로써 중립국 선박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던 예카테리나는 1780년 2월 28일에 무장중립 

선언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중립국 선박이 자유로이 항해 할 수 있음을 선언 

한 것이다.껑) 이후 덴마크， 스웨멘，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시칠리아 

왕국이 가담하였고， 프랑스와 스페인도 이에 동의하였다.정) 예카테리나의 무 

장중립선언은 러시아와 영국의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켰으며， 실질적으로 영국 

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영국은 동맹국들의 단합으로 발트해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발트 지역의 마스트용 소나무를 구하지 못해 조립식 마스트에 의존 

하게 되었다.껑) 카플란 또한 예카테리나의 무장중립선언이 영국으로부터 펼수 

적인 원료 상품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정) 이미 ‘1766년 무 

역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영국의 미묘한 대럽이 있었지만， 이러한 

이해관계가 돌발적으로 표출된 것은 예카테리나의 무장중립선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카테리나는 1766년에 맺은 러·영 무역협정이 1786년 

에 만료되자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의 체결을 지연하였다. 그리고 예카테 

리나는 흑해로 진출할 야심을 가지고 1787-91년에 터키와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러시아와 영국의 외교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 

다.26) 영국 수상 피트(W. Pitt the Younger)는 러시아의 근동 진출을 명백히 

반대하였고， 러시아의 팽창음 저지하기 위해 프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영국은 러시아가 1788년에 손에 넣은 오차코프(OqaKOB)를 터키에게 돌려주고 

서둘러 전쟁을 종결하기를 원하였지만 러시아 정부는 끝끝내 흑해로 진출하 

려고 하였고， 영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영국 수상 피트는 일이 계획대 

로 진행되지 않자 결국 전쟁을 결심하였고 1791년에 프러시아와 함께 러시아 

에 최후통첩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 러시아 무역과 관련이 

있는 상인 및 기업가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격렬히 반대하였다:m 결국 이러 

22) 본 논문에서 등장하는 날짜는 모두 율리우스력을 따른다. 

23) B. H. nOHoMapeB(1998), CC. 221-222. 

24) 페르낭 브로텔(1995) 1권， 517-518쪽. 

25) H. H. Kaplan(1995), p. 271. 

26) A. n. 5al!<OBa (1998a), c. 130. 

27) A. M. CTaHHCJ1aBCKaJJ (1957), CC.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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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국 부르주아들의 반발로 피트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영국 부르주아들에게 러시아와의 무역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예카테리나 정부는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자필의 수출에서 

영국을 대신할 다른 국가들을 물색하였고， 따른 유럽 국가들과 〔섣련의 무역협 

정을 체칠하였다. 러시아는 1782년에는 벤마크， 1785년에는 오스트리아， 1787 

년에는 프랑스， 포르투갈 및 나폴리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281 러시아 정부 

는 이러한 일련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무역에 있어서 영국 이외의 국가들 

에게도 영국과 비슷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 상품의 판매 가능성을 넓 

히려 했던 것이다. 한편 영국 상인들은 ‘1766년 무역협정’이 1786년에 만료됨 

으로써 다른 나라 상인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수행텔 수밖에 없 

었다. 러시아에 거주하던 영국 상인들에 따프로변 당시 러시아 무띄에서 영국인 

들은 러시아인이나 기타 러시아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상민들보다 관세 

를 3분의 1이나 더 많이 납부하였다.잃) 그리고 러시아는 1782년에 영국 이외 

의 다른 혜국 상인에게도 관세의 반을 러시싸 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하여，30) 

러시아 화폐로 세금을 내던 영국 상인의 특권은 그 의미가 크게 상실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1787년에 프랑스와 무역협정 31)을 맺어 프랑스 역시 러시아에 

서 최혜국 지위를 누리게 하였으며 (4항) 프랑스 상품의 수입 관세 또한 인하 

하였고，(12항) 프랑스 상인에게 러시아 화폐로 관세를 지불할 수; 있게 하였 

다.(40항) 이상에서 언급한 예카테리나의 무역정책은 러시아 무딱에서 그 동 

안 영국만 누리던 특권이 무너지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대영 정책의 기조 

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780년대에 진행되었던 예카테리나 정부의 영국 견제점책은 프랑스 

대혁명으똥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예카테리나 

는 혁명 사상이 러시아에 침투할 것을 우려하였고 결국 1793년 2월 8일에 프 

랑스와 국교를 단절하였다，32) 그리고 같은 해 2월 17일에는 프랑스 상품의 수 

입을 전면 금지하였다.잃) 이어서 4월 8일에란 러시아 상품을 프닦스로 수출하 

28) Co6paHl-Ie Ba:KHeitDlHx TpaKTaTOB H KOHBeHl(Hit(1 906) , CC. 44-105. 

29) H. H. Kaplan(1995), p. 156. 
30) C60pHHK CBeneHHH no HCTOpHH H CTaTHCTHKe BHeDlHeη TOprOBJ1H POCl: 쩌(1902) ， 관세 

율 부분 참조. 

31) CoφaHl-Ie Ba:KHeitDlHx TpaKTaTOB H KOHBeHl(Hit(1906) , C. 102. 

32) nC3, T. 23, No. 17101. 



1760- 1없5년 러시아의 대영 무역정책의 변화와 영국의 원자재 확보의 다변화 335 

는 것마저 금지하였고， 프랑스 상품의 수입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주요 수출 상품은 산지가 어디든 모두 수입을 금하였다.잃) 프랑스와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다시 영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 

러한 배경에서 1793년에 영국과 맺은 기존의 무역협정을 연장해 주었고，35) 

1797년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36) 

‘ 1797년 협정’은 그 이전의 협정들과 비슷하였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 

었다. 먼저 영국 상인들은 러시아 화폐로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예 

카테리나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 파벨은 1797년에 새로운 관세율을 제정하였 

는데， 여기에서 모든 외국상인들의 관세 납부화폐를 동일하게 하였다.윈) 그리고 

1797년 협정에서 러시아는 그 동안 영국산 모직물이 누려왔던 특별 관세를 폐 

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1797년 무역협정’은 영국 상인들에게 이전의 권리 

들을 돌려주었으나， 이미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권리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상인만의 특권은 될 수 없었다. ‘1766년 무역협정’이 만료된 1780년대 중반 

이후에 영국 상인이 단독으로 누렸던 특권들은 대개 사라지고， 영국 상인들은 

다른 유럽 상인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러시아 무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3. 19세기 1사분기 동안 러 ·영 무역관계의 악화 

19세기 들어 러시아 정부의 대영 무역정책은 자의든， 타의든 18세기 후반에 

비해 훨씬 적대적인 성격을 띠었다. 파벨은 1800년에 들어서 기존의 우호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영국과 대립하였고 그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1세는 프랑스 

의 압력으로 1807-12년에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참여하면서 영국과의 무역 

을 중단하였다. 

파벨의 대외 정책은 크게 초기의 반불 정책과 후기의 반영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파벨은 1796년 11월에 제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국가들과 평화를 유 

지하며， 선의의 협정을 맺을 것을 선언하였다. 실제로 파벨은 예카테리나가 

33) nC3, T. 23, No. 17103 

34) K. )]OllW:I<eHC I<H애 (1886) ， c. 152. 

35) nC3, T. 23, No. 17109. 

36) nC3, T. 24, No. 17796. 

37) K. )]。매:l<eHc I<H ìI (1886). C.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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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했던 러시아 군대의 라인 지역 파견을 중지하였고， 유럽에 파견된 러시아 

군대를 환러들였으며， 프랑스와 외교 관계첼 수립하고， 프랑스꾀 무역협정을 

맺고자 비밀리에 준비하였다. 파벨은 프랑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또 

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도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 

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잃) 이러한 파벨 정부의 입장은 더 많은 국가들 

과 무역관계를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영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 

화하려 했던 예카테리나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는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파벨의 정책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 

아와 프랑스 사이의 평화조약은 계속 지연꾀었으며， 더욱이 프텐스는 서아시 

아 지역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 블록을 만들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 

고자 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프랑스에 대항할 동맹국을 찾게 되었으며， 1798년 

에 영국， 오스트리아， 터키， 나폴리와 함께 반불 동맹을 맺게 되었다.39) 러시아 

는 우샤코프(φ. φ. YmaKOB)가 지휘하는 흑해함대를 출격시켜 남부 띠탈리아를 공 

격하여， 로마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영웅 수보로프(민. B. CYBOpOB) 

가 지휘하는 육군은 북부 이탈리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프랑스 군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 열악한 또건 속에서 결국 스파스에서 프랑 

스 군대에게 패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 전투를 벌이던 러·영 연합군 역시 패하 

면서 더 이상 프랑스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행에 처하게 되었다.40)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도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원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탈레랑은 러시아와 화친하기 위해 러시아 포로 6천명을 조건 없01 돌려보내기 

로 하는 뚱 러시아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러시아 궁정에서 늠 향후 외교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친 영국주의자인 파닌 (1↑ n. naHl:IH)이 

물러나고 친 프랑스주의자인 로스토프친(φ. B. POCTOn'lHH)이 러시아파 프랑스 사 

이에 새로운 우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였다.41) 한편 영국은 

파벨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뚜려고 했던 말타 섬을 접령하여 Iil 벨의 심기를 

건드렸으며， 사실 파벨은 러시아 군대의 이탈리아 원정과 스위스 원정에서 영 

국이 약속했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이미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 

38) A. n. 5all<oBa (1998õ), CC. 141-143. 

39) A. n. Ball<oBa(1998õ), c. 143. 

40) H. H. naBJIeHKO, H. J1. AHllpeeB, B. B. KOÕPHH, B. A. φellopoB(1996) ， cc. 370-371. 

41) A. n. Ball<oBa(1998õ), CC.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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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2) 결국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은 파벨이 영국에 대해 그 동안의 불만을 

터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에 대한 파벨의 불만은 대영 무역정책을 통해서 나타났다. 파벨은 먼저 

1799년에 목재수출을 금지하였다. 러시아의 목재는 영국이 함대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러시아의 목재수출 금지로 영국 해군 

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목재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43) 영국이 처한 어려웅 

을 보고 파벨은 더욱 강력한 반영 정책으로 치달아 1800년 11월 22일에 대영 

지불금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영국 선박과 상품에 대한 엠바고를 실시하였 

다.얘) 또한 파벨은 러시아 내에서 영국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고， 영국 

상품을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45) 그리고 파벨은 1801년 2월 8일에 

프랑스와의 무역을 전격적으로 허용하면서 46) 영국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하고 

자 했다. 이렇게 해서 1793년에 예카테리나 2세의 칙령으로 금지된 프랑스와 

의 무역이 1801년부터 재개되었고， 러시아 세관장부에 ‘프랑스’ 항목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47) 이와 함께 파벨의 반영 정책은 더욱 거세졌다. 파벨은 1801년 

2월 9일에는 러시아의 모든 항구에서 러시아 상품을 프러시아로 수출하는 것 

을 금지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목재가 프러시아를 통해 영국으로 수출되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쩌) 그리고 같은 해 2월 18일에는 러시아의 

모든 상품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나 

아갔다.49) 그러나 영국 상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 3국을 통하여 러 

시아 상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었다. 파벨은 이러한 영국의 수완을 알 

아겠고， 드디어 1801년 3월 11일에 러시아 상품을 아예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50) 그러나 다음날 궁전반란으 

로 파벨은 살해당했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가 제위에 오르면서 파벨의 수출 

42) H. n. 11。뻐4eB(2001) ， C. 170. 

43) G. S. Gr삶lam(1939)， p. 28. 

44) lTC3, T. 26, No. 19660. 

45) B. A. 5YTeHKo (191O), C. 87. 

46) lTC3, T. 26, No. 19746. 

47) National Archives of United Kingdom( 이 하 UKNAl, F065/50. 

48) lTC3, T. 26, No. 19747. 

49) lTC3, T. 26, No. 19755. 

50) lTC3, T. 26, No. 1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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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파벨이 인위적으로 러시아와 영국의 경제 관 

계를 끊으려 했을 때 대영 무역과 연관된 러시아의 귀족들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떠， 이것이 1801년 3월 11일에 벌이진 궁정반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 

였다.51) 반란의 주도 세력은 파닌을 위시한 러시아 내의 친영 세 꽉이었다.52) 

전반적으로 파벨의 극단적인 반영 정책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파벨 자신의 괴팍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18세기 말에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원자재 수입이 크게 뜸가한 상황에 

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접도 생각하여야 한다. 18세기 말부터 테시아의 수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 상품의 물가 역시 크게 상승히였다.닮) 더욱 

이 1783년에 독립을 쟁취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국 상선을 확대하면서 러시 

아의 원료 수출은 더욱 좋은 상황을 맞이하였다. 페테르부르크 주재 댄마크 

공사는 1상세기 초에 미국의 거래가 러시아 수출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고 본국에 보고하였다.없) 이렇게 국제경기의 호전으로 러시아 상띔에 대한 수 

요가 활발한 가운데 파벨이 강력한 반영 정책을 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파벨의 대영 수출금지 조치는 영국 상인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 당대의 영국 

상인인 요.디는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고 새 황제(알렉산드르 l세: 역자)의 

자애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 상인의 따음에 아픈 기억으또 남아 있다” 

고 진술하고 있다.닮)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맥밀란(D. S. Macmillan)이 지 

적하는 것처럼 러시아 상품을 대신할 새로운 상품을 찾아 나서까 되었을 것 

이다.56) 한편 러시아에서도 파벨의 극단적인 반영 정책은 비판쉰 받았다. 러 

시아 데카브리스트(neKa6pHCT)의 일원이었던 폰비진 (M. A. φ。HBH3νH)은 영국과 

의 관계 딴절이 러시아의 해외무역에 많은 해를 가했으며， 러시따 귀족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음을 언급한다. 그는 “영국과의 무역단절은 귀획들의 물질적 

복지를 파괴하였고， (중략) 파벨에 대한 미움을 더해 주었다”고 훼고하였다.57) 

전반적으푼 파벨의 반영 정책은 그 강도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하였으나， 그 

51) A. M. CTaHHC J1aBC I<a!l (1957), C. 120. 

52) A. n. 5a:t<oBa(1998õ), c. 149. 

53) 박지 배 (2006), 102-104, 110쪽 참조. 

54) A. Rasch(1965), p. 62. 

55) ]. Oddy (1805), p. 117. 

56) D. S. Macmillan(1973), p. 76 

57) c. A. nO I< pOBC I< H꺼 (1947) ， CC ,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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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영국과의 무역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였던 토지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궁전반란으로 끝을 맺었다. 

새로운 황제 알렉산드르와 그의 측근들은 유럽의 분규에 말려들지 않고， 특 

정한 동맹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유럽의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끊) 알렉산 

드르 1세는 제위에 오르자마자 파벨의 반영 정책을 폐기하였다. 사실 파벨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수출 자체를 금지한 것은 러시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극단적인 정책이어서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알렉산드르 1세는 1801년 3월 14일에 러시아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하였고，많) 같은 해 5월 6일에 대영 엠바고를 중지하였고，00) 6월 5일에는 

러·영 친교조약을 맺었다.61) 친교조약에서는 어느 한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에 상대국은 중립국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해서 러시 

아와 영국의 무역관계는 정상화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프랑스와도 무역관계를 

확대하려 하였다. 1801년 10월 8일에 파리에서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평화조 

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의 2항에서 양국 사이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시 

하였고， 5항에서 새로운 상업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기존의 토대위에서 양국 사 

이의 무역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규정하였다.62)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1780년대에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러시아와 무역을 지속하였다. 페테트부르크 

의 세관 자료에는 1782년에 러시아와 무역협정을 맺은 덴마크 상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독일의 한자 도시들도 더욱 활발한 무역활동을 벌였 

다.없) 따라서 알렉산드르 정부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영국 상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예카테리나 2세의 대영 무역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처음부터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구속받지 않았다. 나폴 

레옹은 평화조약을 통해 러시아를 중립화할 수 있었고 그 틈을 이용해 프랑 

스 군대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장악하였고， 나아가 지중해 동부와 서아시아 

58) A. H. CbI깨H(1995)， c. 32 참조. 

59) J7C3, T. 26, No. 19783. 

60) J7C3, T. 26, No. 19857. 

61) J7C3, T. 26, No. 19907. 

62) BHemH5I5I nOJ1RTHKa POCCRR(1960) , c. 97. 

63) BHemH5I5I ToprOB~ PoccRR(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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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욱이 나폴레옹은 멘마:l.와 한자도시 

들을 압박하여 러시아의 발트무역을 위협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 결국 러시아는 격변하는 유럽의 정세 속에서 더 이상 중립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영국 및 오스트리아 등과 제3차 마|불동맹에 참 

여하게 되었다.64) 그러나 러시아는 1807년 6월에 프리들란트(Friedland) 전투 

에서 프랑스에게 패하였고 같은 달 25일에 틸지트(Tilsit)에서 -판랑스와 공수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65) 그리고 ‘틸끼트 조약’으로 러시샤는 동맹국이 

제안하는 조건으로 영국이 평화 조약을 맺지 않을 경우， 영국괴 국교를 단절 

하고 선전포고를 해야 했다. 결국 러시아는 ‘틸지트 조약’에 따리 1807년 10월 

24일에 명국과의 국교를 단절하였고， 나폴꿰옹의 대륙봉쇄에 팎여하게 되었 

다，66)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1807년 말부터 1812년까지 약 5년긴 영국과 공식 

적인 무역을 중지하게 되었다. 

러시아펴 대륙봉쇄 참여는 프랑스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러시아의 정 

치가들은 러시아 무역에서 영국의 주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상업성 장관으로서 러시아 무역을 총괄하던 루얀체프(H. n. PYM.lI HUeB)는 

외국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부정적띤 입장을 분명히 하눴고， 또한 러 

시아 무역에서 러시아 상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따) 또한 루얀 

체프는 영국과 무역이 단절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내 산업을 반전시킬 구상 

을 가지고 있었다. 대륙봉쇄기에 영국산 제조품의 수입 중지로 서시아 산업이 

발전했는지 여부는 더 많은 연구가 펼요하나 면직이나 제당(製*센) 등 일부 분 

야에서는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68) 대륙봉쇄기 당시 러시아 주 깨 프랑스 대 

사였던 휠렌쿠르( Caulaincourt)는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때륙봉쇄기에 

러시아 산엽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러시아의 역사가 타를 

레 (E. B. TapJle) 역 시 이 러 한 주장이 옳다고 보고 있다，69) 

그러나 루얀체프가 영국과의 무역단절을 이용하여 러시아 산엔을 발전시키 

64) A. H. CblTlIH (1995) , CC. 38-50. 

65) F. E. Melvin(1919), pp. 17-18. 

66) nC3, T. 29, No. 22653. 

67) H. n. l1oHH 'IeB(2001), C. 177. 

68) 대륙봉쇄기에 러시아 제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 r. cHpoTKHH(1969) , c. 76. 

69) E. B. TapJle(1912), c.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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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러시아 무역의 주체성을 강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 상품의 수출에서 영국을 대신할 

수요를 찾는 것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영국과의 무역단절로 인해 러시아 농산 

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러시아 상품의 가격 하락과 수출 감 

소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수출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얻었 

던 러시아 지주귀족들의 불평이 크게 증가하였다.70) 루얀체프는 영국의 수준 

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프랑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러시아 상품을 흡수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육군에 너무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고， 영 

국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수출무역에서 별다른 기여를 하 

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는 러시아 원료의 구매자로서 영국을 대신할 능 

력이 없음이 드러났다.71) 

이러한 상황에서 루얀체프는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확대하여 대륙봉쇄의 어 

려운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였다.72) 그는 특히 미국과의 무역이 영국의 헤게모 

니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미 무역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73) 1809년 3월에 미국 내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법령이 폐 

지되면서，74) 1809년 봄부터 미국 선박들이 바다로 나오기 시작했고， 페테르부 

르크 주재 미국 대사 게리스(L. Garris)는 “이제 미국 선박들이 영국과 프랑 

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무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루얀체프에 

게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루얀체프는 영국과의 무역을 엄격히 단속하는 대 

신 러시아 무역에서 미국의 중립국 무역을 지원하였다. 루얀체프는 필라델피 

아 주재 러시아 총영사 다쉬코프(A. 51. llaIlI KOB)에게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확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편지하였다.75) 특히 1810년 8월 1일자 칙령은 중 

립국 선박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1810년 말의 스페란스키 (M. M. CnepaHCKHìl) 

70) H. n. 11。뻐'IeB(2001)， C. 180; M. φ. 3J10THI,\KOB(1966), cc. 355-356. 

71) E. B. TapJle(1912), c. 66. 

72) H. H. BOJIXOBHTHHoB(l966), c. 384. 

73) H. H. BOJIXOBH깨HOB(l966) ， c. 41 1. 

74) 1807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제퍼슨은 타국과 육로와 해로 무역을 금하는 엠바고를 

실시하였다 제퍼슨은 이러한 조치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경 

제가 성장하면서 해외무역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타국과의 무역 금지는 애초부 

터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H. H. BOJIXOBHTHHOB(l966), c. 382 참조. 

75) BHemHJ1J1 n0J1HTHK8 POCCHH(1967) , c.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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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은 중립국 무역을 더욱 확고히 지윈하였다.76) 루 

얀체프에게 중립국 무역이란 주로 미국과의 무역을 의미하는 깃이었다. 루얀 

체프는 상업성 장관으로 있으면서 러·미 무역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 

력을 기울였노라고 여러 번 회상했을 정도보 미국과의 무역을 펙대하기 위해 

골몰하였던 것이다.π) 그리고 루얀체프의 이러한 노력은 18세기 후반과 19세 

기 초반에 영국을 대신해서 러시아 상품을 소비해줄 대안을 찾쓰려는 러시아 

정부의 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의 수출무역에서 영국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미국 

은 자국의 함대 건설을 위해 러시아 철파 마직을 일부 흡수하었지만， 그들의 

주요 활동은 중립국 무역을 이용하여 러시아 원료를 영국으로 ~;:송하는 것이 

었다. 비첸츠스키 (BHl.\eHUCKHH) 공작은 대영 무역과 대미 무역 사이에 근본적 

인 차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미국배가 영국으로 러시아 상품 

을 수송하였기 때문이다뻐 더욱이 미국은 퍼시아 원료를 구입한 소비자라기 

보다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잠재적 농업 생산자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 

아의 강력한 경쟁자였다.79) 결국 루얀체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상품을 소비해 줄 대안이 되었다기보다는 영국이 필요딴 러시아 상 

품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이다，80) 

한편 러시아가 중립국 무역을 확대한 것은 나폴레옹의 심기를 전드렸다. 나 

폴레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립국 무역을 통해 러시아 상필-이 영국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국 무역꽉 대폭 확대 

한 스페란스키의 ‘1811년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은 프랑스가 러시아와의 전 

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나폴레옹은 1812년 6휠에 러시아를 

침입하였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하였으나， 러시아의 항복을 받을 수 없었고， 겨 

울이 시작되면서 퇴각해야 했다. 러시아는 1딩12년 8월 9일에 영극-과의 무역재 

개를 위한 특별 칙령을 발표하였고 8D 같은 해 9월 12일에는 러·영 무역에 관 

한 특별 선언이 이어졌다，82) 이로써 러시아는 다시 영국과 정상즈 인 무역관계 

76) M. φ. 3110T뻐KOB(l966) ， cc. 159-160 

77) H. H. BoJIXO뻐HIHOB (1966) ， CC. 415-416. 

78) H. H. BOJIXOBHTHHoB(l966), c. 41 1. 

79) 19세기 말 러시아의 독물 수출의 부진은 미국산 곡물 때문이었다. 

80) 대륙봉쇄기 러시아와 영국 간의 중개무역에 대해서는r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죠 박지배(:r05). 

81) flC3, T. 32, No. 2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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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알렉산드르 1세 통치 말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역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칠 수밖에 없었다. 

4. 영국의 원자쩨 수입의 다변화 

18세기에 영국은 자국의 산업에 필요한 주요 원료를 발트무역에서 얻을 수 

있었고， 특히 대마， 아마， 목재 등 상선과 군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 

료의 구입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잃) 카플란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을 

이용하여 영국이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들을 러시아에서 확보하고 있었 

음을 잘 보여주었고，없) 카한(A. Kahan)은 값싼 러시아 원료가 영국의 제조품 

가격의 상승을 더디게 하여 영국의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었음을 설득 

력 있게 증명하였다.85)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 역사가 키치너 (W. Kirchner)는 

영국이 가진 부의 주요한 원천은 러시아 무역이었다고 언급하였던 것이다，86) 

이렇게 영국의 산업 발전에 러시아 원료가 중요했기 때문에 영국은 러시아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구엽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78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영국 상인의 무역 조건은 점점 나빠졌 

다. 1780년대 중반부터 영국 상인에 대한 혜택은 대개 사라졌으며， 19세기 초 

에 러시아 정부의 대영 정책은 적대적인 것이었고 18세기 후반에 러시아 물 

가는 ‘가격혁명’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잉)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기존의 러시아 원료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 

으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 

두되었다，88) 러시아의 원자재는 영국 함대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러시아의 

대영 무역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대러 수입량의 변동과 러시아 물 

82) nc끽 T. 32, No. 25223. 

83) A. Attman(1981l, p. 185. 

84) H. H. Kaplan(1981), pp. 7-59 참조. 

85) A. Kahan (1979) 참조. 

86) W. Kirchner(1966), p. 136. 

87) 18세기 러시아의 ‘가격혁명’에 대해서는 5. H. MlipoHoB (1971) 참조 

88) D. S. Macmillan(1973),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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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영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살펴괴도록 하겠다. 

러시아 학자들이나 서구의 학자들 모두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선반에 러시아 

수출 무역에서 영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에는 이외 까 없다. 그러 

나 어느 학자도 영국이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어느 정도의 몫꽉 담당하였는 

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선체 수출량과 

러시아의 전체 대영 수출량을 비교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냐 이러한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수출 무역에서 영국의 역할이 어떻 께 변하였는지 

를 알기 위해서 영국의 비중을 재는 것만람 확실한 방법은 없을 섯이다.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전 

체 수출 총액을 알아야 하고 또한 러시아띄 대영 수출 총액을 알아야 한다. 

러시아의 수출 총액은 1742년의 수치부터 말려져 있으며，%) 영국 세관이 작성 

한 대러 수입 총액은 1697년의 수치부터 알려져 있다.90) 따라서 이론상으로 

영국의 대러 수입 총액을 어음 환율을 이용하여 파운드화에서 -'(\블화로 환산 

하여 러시아의 전체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러시아 수출에서 

영국이 치-지하는 비중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러시아 세관 자료는 해당 연도의 실제가격뜨로 계산된 것이며， 영국 세관 자 

료는 18세기 초에 고정된 ‘공식가격 (official v떠ue)’으로 계산되썼다. 즉 영국 

세관 자료는 18세기 초에 대마 1푸드를 65펜스로 계산하고 있는데， 19세기 중 

엽에도 똑 같이 65펜스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91) 따라서 두 지 료를 직접 비 

교하는 것으로는 영국의 비중을 구할 수 없따. 

러시아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18세기 초의 

고정가격으로 계산된 영국의 수치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영국 s，! 대러 실질 

수출 총액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에든버러 대꽉의 뉴만(J. 

Newrnan)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암스테르담의 몇몇 러시 까 수출입 상 

품들의 가격들을 이용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러쉰 암스테르담 

의 물가변동을 18세기 초의 고정가격으로 표-시된 영국의 세관 수치에 반영하 

여 1697-1780년의 러시아의 대러 수출입 총액을 제시한바 있다.띤) 그러나 이 

89) POCCI때CKHα fOCYllapCTBeHH뼈 ApXHB npeBHHx AKTOB, φ. 19, n. 260, J1. 190-194. 

90) ]. MacGregor(1850). 

91) UKNA. CUST3, CUST4 참조. 

92) ]. Newman(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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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러시아의 대영 수출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18세기에 

러시아가 유럽과 본격적으로 무역을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가격이 유럽의 가 

격， 즉 암스테르담의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93) 예를 들 

어 유럽의 가격이 2배 증가할 때 러시아의 가격이 3배 증가하였다면 실제 러 

시아 수출량은 고정가격으로 표시된 영국의 수치에 계수 2가 아니라 계수 3 

을 곱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 결국 방법은 하나인 

데 러시아 상품의 러시아 가격을 구하여 도량형으로 표시된 영국의 상품별 

대러 수입량에 일일이 곱하여 루블로 표시된 러시아의 대영 수출량을 구한 

후 이를 모두 더해주어 러시아의 대영 수출 총액을 새로 구하는 것이다. 즉 

영국이 아마 1，000푸드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고， 푸드 당 아마 가격이 2루 

블이었다면 영국의 대러 아마 수입량은 2.000루블이 된다. 이것은 러시아의 

대영 아마 수출량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마， 대마， 맛줄， 목재 등 모 

든 상품들의 수출량을 구한 후에 얻은 값들을 모두 합산하면 러시아의 전체 

대영 수출량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의 세관 관리들이 수출 

총액을 구할 때 썼던 방법이다. 

[도표 1] 러시아의 대영 수출량과 영국의 비중 (단위: 은화 천 루블) 

연도 
러시아 러시아 영국의 

연도 
러시아 러시아 영국의 

전체 수출 대영 수출 바중 전체 수출 대영 수출 벼중 

1761-1765 12327 3966 32(35) 1796-1800 43804 19964 46(50) 

1766-1770 13080 4670 36(39) 1809-1810 잃416 11462 40(44) 

1771-1775 17150 6056 35(39) 1812-1815 39815 15624 39(43) 

1776-1780 18945 6960 37(40) 1816-1820 61937 20021 32(36) 

1786-1790 25977 12249 47(52) 1821-1825 잃429 21811 40(44) 

1791-1795 32016 12922 40(44) 1761-1825 31349 12234 39(43) 

출처: (러 시 아 전체 수출량) Pocc때CKHß rocyaapcTBeHH뻐 ApXHB npeBHHX AKTOB(이 하 

pr때A) ， φ. 19, n. 260, 11. 190-194; H. Storch(1803), pp. 1-2; Pocc때CK없 rocyaapCTBeHH뼈 

HCTOpH'IeCK뼈 ApXHB(이 하 prHA) , φ. 994, On. 2, n. 313, 11. 34; K. ApHoJlba (1816); rocyaap

CTBeHHa~ BHemH~~ TOprOBJI~ B pa3HNX ee BHaax 3a 1802-1825 rr 

93) 5. H. MHpoHoB(1971l, c.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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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영 수출량) ]. MacGregor(l850) 

(러시싸 수출 상품가격) pr때A， φ. 276, Oll. 1, ll. 264, JJ. 2-3; pr.때A ， φ. 19, ll. 260, 

JJ. 14-37; APXHB CaHKT-neTepõyprcKoro HHcTHTyTa HCTOpHH POCC째CKOl! AK쩌e뻐H HayK, φ. 

36, Orr. 1, ll. 570, JJ. 105-100; Nationa1 Archives of U띠ted Kingdorn(이하 UKNA), 

BT6/231(1얘); ul잉A， BT 6/231(193, 195, 199, 202); State Archives of Lat띠a， F. 4038, 

Apr. 2, L. 10740, Lp. 41; rOCYllapcTBeHHa~ BHem~~ TOprOBJUI B pa3빠< ee BHll값 3a 

1002-1007, 1812-1없5 rr.; CaHKT-neTep야prCKHe KO싸epqeCKHe BellOMOCTH 3ð 1808-1810 rr. 

도표 1은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 전체 수출량과 테시아의 대영 

수출량을 비교한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 세관 자최의 수치들이 

러시아 세관 자료보다 약 10퍼센트 정도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는 도량형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국 상인들이 자신이 수입한 물량을 

낮추어 신고하였기 때문이다.94) 따라서 축소된 10퍼센트를 추가하여 영국의 

실제 비중을 구한 수치를 괄호 안에 따로 표.시하였다.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러시아 수출에서 딱 44퍼센트를 차지"5'였고， 19세기 

l사분기에는 약 41퍼센트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약간 하락하녔다. 그리고 

1760-182Ei년， 본 논문이 다루는 전 기간 동딴에 영국은 평균적으‘보 러시아 수 

출에서 43퍼센트를 담당하였다. 한편 19세기 1사분기에 영국의 비중이 다소 

하락한 것은 1816-20년에 영국의 비중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 이는 대영 

수출량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이 기간에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이1 급격히 증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95) 한편 도표 1의 

수치는 영국으로 유입된 러시아 상품들의 불량이며 영국 상인들이l 의해 다른 

곳으로 수송된 물량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무역에서 영국 상인들 

의 역할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쓰로 말하자면 1760-1825년의 65년 

동안에 영국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전체 수출무역의 절반 가까이쓸 담당하였다 

94)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축소규모는 대체보 일정하였다. 러시아 ‘ 11 관 자료와 영 

국 세관 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흰 것 4. 5. naK 

(2004)cc. 72-79. 

95) 1810년대 중반에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증가한 것은 1815년에 있었 떤 동남아시아 

탐보라 화산의 폭발로 인한 유럽의 기상악화 때문이었다. 탐보라 확산은 과거 1만 

5천년 동안에 가장 거대한 화산폭발이었고 똑발 뒤 화산재가 몇 년 동안 대기 중 

을 떠툴-며 태양을 흐리게 하여 유럽 전역에 추위와 흉작을 가져왔다 러시아는 운 

이 좋게도 탐보라 화산으로 인한 기상 악화의 영향을 덜 받아 이 사기에 많은 곡 

물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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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언급한 기간 동안에 러·영 무역에서 여 

러 정치적 변화가 있었지만 영국은 러시아의 해외무역에서 계속해서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이는 러시아에게 영국의 수요가 중요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면 

서 동시에 영국 역시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러시아 상품을 구입할 수밖 

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영국과의 관계에서 견 

제와 화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상품을 구입하였지만 그 중에서 영국의 함대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상품은 마스트용 통나무를 비롯하여 아마， 대마와 같은 

범포와 맛줄의 원료 그리고 철과 마직 같은 선박과 산업에 필요한 제조품이 

었다. 러시아 농산물 원료는 싸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 

도로 품질이 좋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제조품은 품질은 중간 정도였지만 

값이 싸다는 장점 이 있었다. 

[도표 2] 영국의 러시아 목재 수입량 (단위: 천 파운드) 

1769 1776 1781 1786 1791 1796 1806 1808 1812 1816 1821 
1780 1785 1790 1795 1800 1807 1811 1815 1820 1825 

전체 51 61 67 66 109 169 190 26 71 48 53 

마스E 17.8 40.8 45.2 21.6 52.7 127.9 141.9 16.9 38.2 18.1 17.7 

판자 10.6 8.9 10.7 20.0 24.9 20.0 10.7 1.9 15.2 14.3 19.4 

팀버 19.1 8.5 6.7 14.9 18.0 9.4 24.6 3.0 10.6 7.2 6.0 
출처: 마이A， ruST3, CUS1갱 ruS114 UKNA, B1tÿß)(45-~); 따잉A， BT6!l32(7-11, 18-22).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여러 종류의 목재를 수입하였지만， 주로 도표에서 언급 

한 마스트， 판자， 팀버를 선호하였다. 이 세 종류의 목재가 영국의 대러 목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세기 후반에 92퍼센트였고， 19세기 1사분기에도 

87퍼센트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대러 목재 수입은 1760-90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나폴레옹 전쟁’이 본격화되는 18세기 말부터 수입이 급격히 증 

가하여 1806-07년에 최대를 기록하였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러시아 정부 

의 견제로 무역의 조건이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영국은 러시아 목재를 더 많이 

수입하였다. 이 시기에 영국의 대러 목재 수입의 증가는 판자 같은 일반 목재 

때문이 아니라， 함대에 핵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마스트 때문이었다. 1769년에 



348 러시아연구 제 17권 져12호 

영국의 러시아 마스트 수입은 1만 7천 8백 파운드였지만， 18세끼 말에는 7배 

증가한 12만 7천 9백 파운드였고， 19세기 초에는 8배 증가한 14만 1천 9백 파 

운드였다. 맥밀란은 1800년에 파벨의 목재 수출 금지로 영국은 관 타격을 입었 

으며， 영국은 새로운 목재 공급처를 찾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96) 그러 

나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08년에 러시아가 대륙봉쇄에 참껴하기 이전까 

지 영국은 러시아 목재에 주로 의존하였고 19세기 초에 오히려 자국 선박에 

핵심이 되는 마스트용 통나무의 수입을 확대하였다. 

결정적인 변화는 대륙봉쇄기에 있었다. 영국은 대륙봉쇄기에 터|러 수입이 어 

렵게 되자 러시아의 목재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1808-11년에 영국의 대 

러 목재 수입은 연간 2만6천 파운드로 1769년에 비해 절반 수준 뜨로 감소하였 

다. 1780년대에 예카테리나의 영국 견제 정쐐과 1800년 파벨의 E3-단적인 반영 

정책을 겪으면서 영국 상인들은 러시아 목재 이외에 다른 대안관 생각하였지 

만， 북부 아메리카의 삼림을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었으며 수송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대륙봉쇄로 러시아 목재의 수입이 어려써지면서 영국 

내에서 목재 가격은 이전보다 3배가 증가하였다.97) 이러한 상황어 서 영국은 러 

시아 목재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넨국 전투함의 

속도를 결정하는 마스트용 통나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딛요하였다. 카 

플란의 계산에 따르면 마스트용 큰 동나무(Great Mast)의 경우 1764-85년에 

영국의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에 달했‘다.98) 영국은 

마스트 구입에 있어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핵심적인 부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영국은 적극적으갚 북아메리카 

의 목재 깨발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대륙봉쇄가 끝나 딘 러시아와의 

무역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마스트의 감:입을 늘리지 

않았다.99) 결국 영국은 러시아의 대영 견제정책이 진행되는 와풍:에서 목재에 

있어서는 북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었다. 

96) D. S. Macrnillan(1973), pp. 71-72. 

97) G. S. Graharn(I939), p. 29. 

98) H. H. Kaplan(1981), p. 22. 

99) 아트만에 따르면 러시아가 대륙봉쇄에 가담한 이후 몇 십 년 동안 영국피 목재 수입에 

서 북이메리카의 비중이 %퍼센트를 차지하였다(A. Attrnan(1981), pp. 197-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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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영국의 러시아 대마와 아마 수입량과 러시아 수출에서 영국의 비중 
(단위: 천 푸드) 

1764 1776 1781 1786 1791 1796 1801 1808 1812 1816 1821 
1767 1780 1785 1790 1795 1800 1805 1811 1815 1820 1825 

대마 896 1204 1213 1411 1637 1918 2175 2027 1456 1591 

비중 48 42 41 50 53 57 69 65 55 55 

아마 398 496 546 563 680 823 1164 1026 865 1367 

비중 80 64 59 54 48 51 75 75 68 74 
출처: 도표 1 참조. 

도표 3은 러시아의 대마와 아마가 영국에게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잘 보여 

준다. 영국의 대마와 아마 수입 역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1사분기 동안 앞에 

서 살펴본 많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영국이 러시아 대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세관 자료상으로 18세기 후반에 약 50퍼센트였 

고， 19세기 1사분기에는 61퍼센트에 이르렀다. 러시아 아마 수출에서 영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18세기 후반에 48퍼센트였고， 19서1171 1사분기에는 73퍼센트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영국 세관 자료가 10퍼센트 정도 축소된 것을 반영하 

지 않은 것이며， 이를 반영한다면 영국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도표 4] 러 시 아와 영 국의 대 마 가격 지 수0783-1785=100l 

품목 지역 
1783 1786 1791 1796 1801 1808 1812 1816 1821 
1785 1790 1795 1800 1805 1811 1815 1820 1825 

SPB* 100 131 123 200 224 150 163 153 156 
대마 

런던 100 103 98 169 189 298 235 122 123 

SPB 100 117 106 141 188 117 142 159 158 
아마 

런던 114 100 101 88 132 175 228 197 135 
* SPB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의미 
출처: (혜태르부르크 가격) APXMB CaHKT-TIeTepõyprcKorO MHcTMTyTa MCTOpMM POCC째CKofi 

AKa.ne빼 HayK(이하 ApXMB cnÕ. 뻐 PAH으로 약함l， φ. 36, On. 1, n. 1156, JI. 15-58; APXMB cnõ. 
째 P뻐， φ. 36, On. 1, n. 570, JI. 93; APXMB CTIõ. 뻐 P때， φ.36， On. 1, n. 않3， JI. 200-201; PrnA, 
φ. 1374, On. 2, n. 1뼈 PrlIA， φ. 1ãì1, On. 6, n. 758; φ. r. BIIPCT(1Wl, TaÕJl. No. 3; A Rasch(1mil, 
p. 61; H Storch(l803l, pp. 65-68; H Storch(1815l, Tab. No. 10; PπIA， φ. 994, On. 2, n. 313, 
JI. 42-44; CaHKT-TIeTepõyprcKMe npefiCKypaHTbl 3a 1806-1814, 1816-1잃5; National Archives 
of Sweden, Kommers-Kollegium Skrivelser fr빼 Konsuler St. Petersburg 1807-1830. 

(런던 가격) T. Tooke, W. Newmarch(1838l, pp. 37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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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는 페테르부르크와 런던의 대마와 아마 가격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륙봉쇄의 영향을 받은 1808-15년을 제외하고 러 x 아의 가격상 

승폭이 양국보다 컸다. 특히 1790년대 후반에 페테르부르크의 7‘-격은 크게 증 

가하였고， 19세기 초에도 이러한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 이는 꾀세기 후반에 

영국 상인이 러시아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해도， 18세기 말부터 이 

러한 제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러시 

아 대마와 아마 가격의 활기찬 상승은 예카테리나와 파벨의 영 걱- 견제정책과 

나폴레옹 전쟁의 확산으로 러시아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까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상품의 가껴 상승은 매우 부담‘쓰러운 일이었 

을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러·영 무떡이 단절된 경우에 허국은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숭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의 대마와 아마 가격은 1799 

년에 각각 톤 당 41파운드 61파운드였는데 파벨이 러·영 무역을- 중단한 1801 

년에는 각각 70파운드， 68파운드를 기록하였고， 대륙봉쇄로 양국 사이의 공식 

적 무역 이 중단된 1808년에 는 각각 100파운 드 110파운드를 기 록 까였다 1(0)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대마와 아마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니 러시아 이외 

의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영국은 프러시아 동인도 등지에서 대마와 아 

마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101) 아일랜드에서 아마와 대마 생산을 늘퍼기 위해 장 

려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며 선박용 맛줄을 철선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 

였다 102) 그러나 도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영국의 러시아 대마 및 아마 수입은 

줄지 않있으며， 이는 다른 곳에서 대안을 확보하기 어려웠음을 괴여준다. 영국 

은 19세기 중엽에 와서야 범포를 면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맛펀을 철선으로 

대체하고， 동인도나 아메리차에서 대마 수엠을 늘려 러시아에 rll 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æ) 결국 영국은 19세기 1사분기까지는 많은 노1역에도 불구하 

고 러시아만큼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대마와 아마를 공급할 대상을 찾지 못 

하였다. 대신 영국은 러시아와 무역이 단절원 시기에 막강한 해상력과 비상한 

상업능력뀔 발휘하여 제3국을 통해 러시아 원료를 확보할 수 있댔다)04) 

100) T. Tooke(824), p. 403 참조. 

101) D. S. Macmillan(973), p. 75. 

102) W. Sm따t091O)， pp. 186, 199 참조. 

103) H. C. BaBllnDB(1845), c. 43; A. Attman(1981l, p. 194. 

104) 박지 배 (2005), pp. 224-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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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영국의 러시아 철과 마직 수입량과 러시아 수출에서 영국의 비중 
(단위: 철- 천 푸드， 마직- 은화 천 루블) 

1764 1776 1781 1786 1791 1796 1801 1808 1812 1816 
1767 1780 1785 1790 1795 1800 1805 1811 1815 1820 1825 

철 1179 1566 2093 1657 1867 1652 485 529 200 294 

비중 85 70 77 74 65 69 29 30 19 25 

마직 725 698 634 905 934 1214 591 298 30 29 I 

비중 63 53 46 62 64 66 26 3 2 
출처: 도표 1 참조. 

도표 5는 러시아의 수출품 가운데 제조품인 칠과 마직의 수출량 변동이 농 

산물인 대마와 아마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은 상당량의 러시아 철과 마직을 수입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영국 

은 러시아 전체 철 수출 가운데 72퍼센트를 수입하였으며， 마직의 경우는 57 

퍼센트를 수입하였다. 철과 마직 역시 영국 세관 자료가 일정하게 축소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영국은 훨씬 많은 철과 마직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8세기 말부터 영국의 러시아 철과 마직 수입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대륙봉쇄기를 거치면서 수입 감소는 명백해졌다. 19세기 1사분기에 러시아 철 

수출에서 영국의 비중은 27퍼센트로 크게 줄어들었고 마직의 경우는 15퍼센 

트에 불과했다. 

[도표 6] 러 시 아와 영 국의 철 가격 비 교(1783←1785=100) 

[도표 7] 러 시 아의 범 포 가격 (1781-1785= 100) 

도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철 가격은 대륙봉쇄의 영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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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5년을 제외하고 178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꾸준히 상딩-하였다. 반면 

에 영국의 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영국의 철 가격펀 1780년대와 

1790년대 전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1790년대 후반과 19세기 초에만 러 

시아 철 가격의 상승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러시까 철은 이미 

1780년대에 큰 폭의 상승을 겪었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퍼시아 철 가 

격의 상승이 부담스러웠을 것이 틀림없다. 18세기 전반에 주로 스웨멘 철을 

수입하였면 영국이 18세기 후반에 들어 러시아 철의 수입을 확때한 것도 스 

웨멘 철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다 105) 그러나 18세기 말에 와서는 러시아 철 

가격 역시 영국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떤 것이다. 이러한 기격 상의 부담 

을 겪는 가운데 대륙봉쇄로 무역의 조건이 악화되자， 영국은 러 샤아 철의 수 

요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러시아 철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펀 1780년대 후반 이후에 기술혁신을 통해 자체적으로 철 생산을 확 

대할 수 있었다. 크래프츠(N. F. R. Crafts) 의 연구에 따르면 영 국의 철 생산 

은 1770년에 190만 파운드였는데 1801년에는 400만 파운드로 ，:[게 증가하였 

고， 1831년에는 760만 파운드가 되었다 106) 씨러한 배경 속에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1사분기에 러시아의 철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는데도， 영국의 철 가격 

은 18세키 말에 정점에 이른 후에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은 18세기 후 

반에 러시아 철에 상당 정도 의존하였지만 기술혁신을 통해 자-타생산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러시아 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직의 경우 러시아의 가격 자료는 찾을 수 있었지만 영국의 자료는 확보 

하지 못히였다. 도표 7을 보떤 페테르부르크-의 범포 가격이 대룹봉쇄기를 제 

외하고 1790년대부터 계속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러사아 마직 가 

격의 상승 압박 가운데 영국은 러시아 대마와 아마의 수입을 늪려 그것으로 

직접 범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영국의 면직 산업의 발선 역시 대체 

상품의 등장을 가져와 러시아 마직의 수입을 줄일 수 있게 하였관 것이다. 한 

편 크래프츠는 영국의 마직 가격이 1770년부터 1830년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 

음을 보여준다 107) 요약하면 영국의 철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고， 마직 가격은 

현상을 유지하였는데， 러시아의 철과 마직 가격은 계속 상승히셨다. 이러한 

105) A. Attman(l981) , p. 189 참조; ]. Newman (1985), p. 82 참조. 
106) N. F. R. Crafts(1985), p. 22 참조. 
107) N. F. R. Crafts(1985), p.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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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조품 가격의 상승 속에서 영국 상인들이 계속해서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 맺는 말 

18세기 후반과 19세기 1사분기에 러시아는 대외 무역정책에서 상호 양립하 

기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러시아 수출품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며 러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 

국과의 교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이 러 

시아 무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러시아의 주도적인 발전을 가로 막기 

때문에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은 대외 정치 

상황과 맞물려 러시아 정부가 영국과 반목과 화해를 반복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1사분기에 러시아 정부의 대영 무역정책은 크게 영 

국에 대한 무역 견제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로 나타났다. 예카테리나 2 

세는 무장중립동맹을 주도하고， 영국과의 무역협정 갱신을 지연함으로써 영국 

을 압박하였다. 파벨은 극단적인 반영 정책으로 대영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가담함으로써 영국과의 무역을 중 

지하였다. 알렉산드묘의 대륙봉쇄 참여가 프랑스에게 패함으로써 어쩔 수 없 

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러시아의 상업성 대신 루얀체프는 이를 이용해 영국 

의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한편 러시아 정부 

는 영국의 수요를 대신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카테리나 2세는 멘 

마크，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러시아 상품을 위한 새 

로운 시장을 넓히려 하였으며， 루얀체프는 미국과의 관계 확대를 통해 영국을 

대신해 러시아 상품을 구입할 시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전개된 러시아 정부의 대영국 경제정책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영국의 헤게모니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이었다. 러시아는 영국 없이 해외무역을 정 

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1760-1825년 동안 많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러 

시아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영국이 담당하였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러 

시아 무역에서의 주도권 역시 영국이 계속해서 쥐고 있었고， 대륙봉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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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도권 행사는 더욱 확고해진 듯하다.108) 러시아 정부의 대영 견제정 

책이 실패한 것은 당대인블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상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애)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 상선을 확대하고， 

러시아 상인의 대외 진출을 장려했더라면 러시아가 러 · 영 무펀에서 조금씩 

이나마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나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 L.- 러시아 정부 

의 정책은 단순히 러시아 국내에서 영국 상인들을 견제하는 것이었고， 영국을 

대신해서 러시아 상품을 구매해 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개선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대영 견제정책을 통해 바시아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러시아 상품-딸 비싼 값에 

파는 것은 당시 러시아의 주요 수출 상품들 즉 농산물의 주요 ιW산자였던 귀 

족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편 엠국은 러시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러시아 정부 

의 대영 견제 정책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여건이 이전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 원자재를 대신할 대안들을 마련해야 했다. 러시아 세관시 통계자료와 

영국 측의 문헌자료들을 볼 때 영국은 함대 유지에 필수적인 판료인 러시아 

산 대마와 아마를 대신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데 성공하지 핏하였다. 그러 

나 영국은 목재의 경우에 러시아산 목재 대신 캐나다산 목재를 팍보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영국 산업 발전에 중요한 반제품인 마직과 철 등으J 경우 기술혁 

신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체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C~， 국은 18세기 

전반에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한 스웨덴 철을 수입하였지만， ]8세기 중엽에 

스웨댄 철 가격이 상승하면서 러시아 철로 바꾸었고 다시 18세 71 말에 러시 

아 철 가격이 상승하자 자체적으로 철 생산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는 페르 

낭 브로델이 인도산 면직물의 가격상승이 영국의 면직물 생산의 기계화를 가 

져왔다고 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딸 수 있다 110) 전반죄으로 영국은 

러시아 상품을 대신할 대안들을 찾아낼 능력이 있었다. 바로 이테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경제사가인 크루제 (F. Crouzet)가 “영국 상인들은 유띤하게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였고， 기존의 시장이 닫혔을 때 새로운 시장을 열수 있었다라 

고 언급한 것이다. 

108) 박지 배 (2006), 126-128 쪽. 

109) 예를 들어 A. B. CeMeHOB(1859), CC. 7-8. 

110) 페르냥 브로텔(1997) ， 3권， 7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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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뻐lssian Trade Policies toward Great Britain 뻐d Great Britain's 

Diversification of Raw Material Su때tlies in 1760--1잃5 

F’ark, Ji-Bae 

This paper aims to il1uminate the changes and results of :lussian trade 

policies toward Great Britain. The Russian govemment offered many 

privileges to the English merchants trading with Russia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y made up roughly a ha1f of Russia ’s total export and activated 

the russÌém economy, giving the credit to the Russian merchants. But when 

they held a hegemony in the Russian trade, the Russian govemment adopted 

polícies of containment toward Great Britain. It abolished so‘τle privileges 

enjoyed by the English merchants in the Russian trade. Their privileges 

were transferred to other the foreign merchants. Paul 1 put ar: embargo on 

the British ships and Alexander 1 discontinued trades with 낀reat Britain, 
participating in the Napoleonic Continenta1 Blockade. 

Great Britain was in need of the raw materials and semi-rnanufactured 

products from Russia for her own industrial growth as well as ship-building. 

But the English merchants began to look for the substitutes for the raw 

materials from Russia, as the prices on the Russian goods rapidly soared, 
and the trade conditions becarne more difficult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general Great Britain succeeded in the dC \Telopment of 

the Canadian forests and could increase the self production of iImalthough she was not in a position to 1jd her reliance on the Russian 

commodities. In case of hemp and flax Great Britain was unsuccessful in 

finding out the substitutes for the Russian ones, but could get these precious 

raw mat피als by using the neutral ships. The Russian policies of 

containment toward Great Britain were not to increase its OWIl commercial 

ships, not to 얘en up the new markets overseas, but to strip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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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merchant of the privileges in Russia. In the result Russian trade 

policies coincided in aristocratic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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