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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세력 균형에서 협조 체제로 

『유럽 
정치의 전환』(1994)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저명한 근대 

유럽 외교사가인 폴 W. 슈뢰더의 연구를 소개하하고자 한다. 

국제정치학 분야와 관련하여 슈뢰더의 공헌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세력 균형에 

따른 유럽 국제정치 해석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슈뢰더는 나폴레옹 전쟁

의 여파로 이전의 세력 균형 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이에 이어 도덕적이고 법적인 

정치적 평형에 따른 협조적인 패권 질서가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유럽 협조 체

제는, 슈뢰더에 따르면,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역사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에 진정으로 놀라운 성과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works of the distin-

guished American historian of modern European diplomacy Paul W. 

Schroeder, renowned author of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1994). His most important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rela-

tions studies is his criticism of the traditional historiography of European 

politics which takes the notion of the balance of power as the guiding 

thread. Schroeder argues that with the Napoleonic Wars the balance of 

power system of the eighteenth century had been replaced by a coop-

erative hegemonic order based on the moral and legal concept of political 

equilibrium. The Concert of Europe, according to Schroeder, was a truly 

remarkable achievement in that it showed the possibilities of progress in 

international history.

keywords 나폴레옹 전쟁 Napoleonic Wars, 유럽 협조 체제 Concert of Europe, 세

력 균형 The Balance of Power, 구조적 전환 Structural Transformation, 정치적 평

형 Political Equilibrium, 패권 질서 Hegemonic Order

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195 14. 5. 9.   오후 12:23



196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국제정치사가”, “미국의 학문적 보물”, 

“현존하는 미국 역사가 중 가장 뛰어난 역사가.” 최고의 찬사를 받

고 있는 어바나-샴페인 소재 일리노이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

인 폴 슈뢰더는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 출생으로 곧 아흔을 바

라보고 있다. 학자로서 슈뢰더의 가장 큰 공헌은, 심지어는 영국

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조차 기

꺼이 인정하고 있듯이, 지난 반세기 동안 “마키아벨리적 국가주

의(Machiavellian statism)”의 오명 속에 묻혀 외면당하던 외교사

를 되살려 놓았다는 데 있다(Anderson 2012; Finney 2005; Steiner 

1997; Craig 1983; Schroeder 1997a). 

하지만 애석하게도 슈뢰더의 학문적 기여에 대한 자세한 소개

는 영・미 학계에서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슈

뢰더의 대작 『유럽 정치의 전환, 1763-1848』은 1994년 출판 즉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 책은 1979년 창간되어 국제 관계사 및 

국제정치사상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온 『국제관계사 평론』의 특

집호에서 논의되었으며, 3년 후인 1997년 워싱턴 D.C. 소재 독일 

역사 연구소(German Historical Institute) 주체 학술 회의에서 단독

으로 다루어지는 명예를 누렸다. 하지만 슈뢰더의 다른 연구물은 

여전히 먼지 쌓인 서고 곳곳에 흩어져 묻혀 있는 실정이다. 이 글

의 목적은 『유럽 정치의 전환』으로 집대성되는 슈뢰더의 지적 여

정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데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슈뢰더의 

공부에 대한 이러한 지성사적인 추적은, 새로운 논의나 비판적 토

의를 더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슈뢰더의 연구 성과에 대한 초보적

인 수준의 이해뿐만 아니라 근대 유럽 외교사 연구의 논쟁적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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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세력 균형에서 협조 체제로 

질, 그리고 이와 현대 국제정치학과의 발전적인 소통을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

다(Wetzel et al. 2004a, 2004b; Krügger and Schroeder 2002; Scott 

1994; Ingrao 1994; Levy 1994; Schroeder 1994b).1

I  『추축국 동맹과 미・일 관계, 1941년』(1958)

슈뢰더가 태어난 1927년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벗어나고

자 몸부림치던 유럽 대륙에 전체주의의 암영이 짙게 감돌기 시작

하던 때였다. 슈뢰더가 사춘기를 겪던 1941년 12월 한층 기세를 

더한 먹구름은 급기야 미국까지 덮쳤다. 지난 전쟁의 아픈 피해의 

기억과 함께 묻어버리고자 했던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향한 우드

로 윌슨(T. Woodrow Wilson, 1856-1924)의 희생 정신이 미국민의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은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동맹(Tripartite 

Pact)의 야욕에 맞선 정의로운 항전을 선포했다(Schroeder 1990c).  

독실한 루터교도였던 슈뢰더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두 곳

에서 힘든 전쟁을 치루고 있는 와중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목사

의 꿈을 안고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콩코르디아 신학교에 입학

1  1994년 이후 슈뢰더가 2002년 창간된 미국 전통 보수주의 계열 잡지 『미국 보수

주의』 등에 기고한 이라크 전쟁 전후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10여 편의 정치 평론

은 지면의 부족으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하지만 슈뢰더의 20세기 중반 이

후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은 18세기 중반 이후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기에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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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목사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무사히 마친 슈뢰더는 샌프란

시스코에서 태평양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위한 평화 조약이 한

창 마련되고 있던 1951년 8월 텍사스 교구 선교 위원회의 요청으

로 댈러스 근처 작은 위성 도시인 포트 워스에서 자신의 첫 설교를 

한다. 같은 해 12월 슈뢰더는 24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인 목회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역사학

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슈뢰더는 남서 포트 워스 웨스트클리프 

구역 담당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역사학과 

석사 과정에 진학한다(Pinkerton 1997a; A 50 Year History of Christ 

Lutheran Church). 

우선 슈뢰더는 19세기 미국사를 전공한 윌리엄 넌(William C. 

Nunn, 1908-2001)의 지도를 받으며 현대 미국 외교사를 공부한다. 

도전적인 성격의 슈뢰더는 당시 학문 내・외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193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과감히 

자신의 석사 논문 주제로 택한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개시되는 태평양 전쟁 이전 미・일 관계에 관한 슈뢰더의 석사 논

문은 최종 학과 심사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라는 혹평

을 받고 조건부로 통과된다. 졸업을 위해 슈뢰더는 도서관 제출용 

최종본 서문에 본 연구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라는 문구를 

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슈뢰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성직자의 길에 

들어선 지 4년 만인 1954년 8월 크라이스트 루터 교회에서 고별 

예배를 올리고, 바로 다음 달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과

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등록한다(Pinkerton 1997b).

오스틴으로 터를 옮긴 슈뢰더는 이듬해 자신의 석사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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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3자의 평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미국 역사학회에서 

1939년 역사학자로 인디애나 주 상원 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앨버

트 비버리지(Albert J. Beveridge, 1862-1927)의 업적을 기리는 의

미에서 마련한 미국사 분야 최우수 논문상 심사위에 자신의 석사 

논문을 보낸다. 바쁜 목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

울인 자신의 연구가 왜 혹평을 받아 마땅한 연구인지 조금 더 상세

히 알려주는 답장을 큰 기대 없이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슈뢰더는 

자신의 논문이 1956년도 최우수 논문으로 수상이 결정되었다는 

아주 뜻밖의 편지를 받게 된다. 이에 슈뢰더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

는 와중 석사 논문을 대대적으로 보완한다. 슈뢰더의 석사 논문은 

2년 동안의 수정을 거친 후 코넬 대학교 출판부에서 『추축국 동맹

과 미・일 관계, 1941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다.   

역사학자로서 슈뢰더의 남다른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다

분히 논쟁적인 이 책은 태평양 전쟁 직후 찰스 비어드(Charles A. 

Beard, 1874-1948), 조지 모르겐스턴(George Morgenstern, 1906-

1988), 찰스 탄실(Charles C. Tansill, 1890-1964) 등에 의해 제시

된 수정주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슈뢰더는 독일

군의 맹공으로 곤경에 빠진 영국을 돕고자 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이 미국 내 뿌리 깊은 

반전 여론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미해군 태평양 

기지를 공격하도록 부추겼다는 이들의 전쟁 유도설(back door to 

war)을 기각하면서도, 만약 미국이 유연한 외교를 펼쳤다면 일본

과의 무력 충돌 없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주요한 이익을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당연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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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더는 진주만 공습 당시 주일 대사였던 조셉 그류( Joseph Clark 

Grew, 1880-1965)가 미 행정부 내 강경파 지도자였던 국무장관 코

르델 헐(Cordell Hull, 1871-1955)에 맞서 내놓은 제안을 매우 긍

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은 양립 불가능한 도덕관과 정치

관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기본 전략 목

표는 충분히 외교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류 대사의 당시 정

세 판단에 슈뢰더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대했던 바와는 정반대

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일본이 1936년 독일과 반코민테른(Anti-

Comintern Pact)을 결성하고, 다시 4년 뒤 히틀러와 방어 동맹을 

맺게 된 주요한 이유는, 슈뢰더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문제 개입

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당시 유럽 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저히 달성 불가능했던 중국의 해

방이라는 도덕적 이상에 그리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세에 

몰린 일본에게 “현상유지(status quo)”를 우선으로 하는 “제한적 

잠정 협정(limited modus vivendi)”을 먼저 제안했다면, 미국은 추

축국 간의 협력 방지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확장 억지라는 아시

아 지역에 있어 본래의 핵심 전략 목표를 막대한 인명 피해와 인명 

살상 없이 달성했을 것이라고 슈뢰더는 추론한다. 더 나아가 슈뢰

더는 그류 대사를 따라 유럽에서의 승리는 자동적으로 미국이 원

했던 방향대로 아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이라 

단언한다. 결국 슈뢰더가 볼 때 태평양 전쟁은 “불필요했으며, 피

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자

신이 원래 지녔던 생각을 버리고 헐을 위시한 강경파의 말을 따랐

던 루스벨트에, 더 본질적으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구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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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Let justice be done though the heavens fall)”는 미국인

들의 뿌리 깊은 종교적 이상주의에 있었다. 슈뢰더는, 조지 케넌

(George F. Kennan, 1904-2005)이 1951년 자신의 역저 『미국 외

교, 1900-1950』에서 설파하였듯이, “국제 문제에 있어 도덕적인 

고려의 올바른 역할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고 세계정치의 

현실에 따라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

다고 결론 내린다. 어떠한 사전 경고없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제국

주의 일본에 대한 격한 감정이 온전히 살아남아 있던 1950년대 미

국에서 슈뢰더의 이와 같은 주장은,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의 논

문 심사위가 그러했듯이, 평화를 파괴한 침략자에 대한 변호로 읽

히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슈뢰더의 석사 논문는 전쟁 유도설을 극

복하고자 한 앞선 시도였으며, 더 나아가 당시 케넌과 함께 전후 

미국 외교 정책의 과도한 이데올로기화를 우려했던 한스 모겐소

(Hans Joachim Morgenthau, 1894-1980)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와 같은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였다(Schroeder 

1958, 1-28, 30-31, 154-199, 200-218; Pal 1953; Kennan 1952, 95-

103; Jervis 2011).  

이러한 역사학자 특유의 신중론은, 반대로 역사학자적이지 않

은 책임론과 더불어, 슈뢰더의 전체 저작을 특징지운다. 이와 더불

어 『추축국 동맹과 미・일 관계』와 관련되어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사항은, 책의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슈뢰더의 눈이 이미 유

럽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책의 서문에서 본인 스스로 강조했

듯이, 슈뢰더의 주된 관심은 애초부터 태평양 지역에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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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eder 1958, v; 2001c; Pogue 1958; Crowley 1960).  

뜻밖의 기회로 석사 논문이 코넬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1958년, 슈뢰더는 박사 논문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곧바로 인디애나 주 포트 웨인에 자리한 콩코르디아 시니어 컬리

지 역사학과에 자신의 첫 직장을 잡는다. 은퇴할 때까지 머물게 될 

일리노이대학교로 1963년 이직하기 전까지 슈뢰더는 이 작은 신

생 학교에서 유럽사 일반을 가르치며 자신의 박사 논문을 차근히 

수정한다. 

II  『메테르니히 외교의 최정점, 1820-1823』(1962)

이야기를 되돌려서, 오스틴에서 보낸 지난 4년의 시간은, 자신감

을 회복시켜 준 석사 논문의 수상과 출판을 떠나, 슈뢰더의 학문

적 발전에 있어 결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슈뢰더는 자신의 입학 당

시 학과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던 근・현대 오스트리아 정치외교사 

전문가인 루벤 존 라스(Reuben John Rath, 1910-2001)를 자신의 

학문적 조언자로 삼게 된다. 라스의 열성적인 지지와 헌신적인 도

움으로 슈뢰더는 옥스퍼드대학교의 앨런 테일러(Alan J. P. Taylor, 

1906-1990)의 『유럽 제패를 위한 쟁투, 1848-1918』에 버금가는 

자신의 노작 『유럽 정치의 전환』을 향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딛

게 된다. 우연히도 테일러는 3년 후인 1961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독일에 대한 마찬가지 수정주의 논저 『제2차 세계대

전의 기원』을 출판하여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Pinkerton 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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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b; Taylor 1954, 1961; Schroeder 2001a).   

1941년 콜럼비아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라

스는 미국 내 오스트리아사 분야에 있어 선구자적인 존재이다. 우

선 라스는 1965년 오늘날 오스트리아사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학

술지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오스트리아사 연감』을 창간했으며, 은

퇴 이후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편집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보

다 더 중요한 라스의 기여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직후에 이루

어졌다. 전전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Anschuß) 직후 구겐하

임 장학생(Guggenheim Fellow)의 신분으로 비엔나를 방문한 라

스는 독일 학생 연합(Deutsche Studentenschaft)의 분서를 피해 오

스트리아 주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와 귀중본을 미국

으로 보내는 데 앞장섰다. 전후 라스는 국제연합 구호 및 재건 기

구(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uthority) 산하 자료국

(Division of Documentary Evidence) 국장으로 임명되어 나치의 만

행과 연합군 공군의 집중 포화를 면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도서관을 복원했다. 슈뢰더를 비롯한 다음 학문 세대가 발돋움할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라스는 아칸사 대학교 등을 거쳐 슈뢰

더보다 몇 년 앞서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교에 터를 잡았다. 은퇴

를 앞둔 1980년 미네소타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라스는 4년 전 오

스트리아 국민의 성금으로 설립된 오스트리아 연구소(Centre for 

Austrian Studies)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연구의 중

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며 학자로서의 삶을 마무

리한다(Rath 1941, 1957, 1969; Kumar 2001; Wright 2001a, 2001b; 

Pinkerton 1997b; Grab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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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근대 유럽 외교사 연구자로 슈뢰더가 성장하는 데 

있어 라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박

사 과정 입학 당시 삼국 동맹의 발생지인 독일을 축으로 한 유럽 

정치에 어렴풋이 뜻을 두고 있었던 슈뢰더를 근대 오스트리아 대

외 정책사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라스였다. 1997년 10월 미네소

타대학교 오스트리아 연구소에서 행한 강연 직후 진행된 대담에

서 슈뢰더는 자신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 

1769-1821)의 몰락 이후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Klemens von 

Metternich, 1773-1859)의 외교 정책을 공부하게 된 계기로 주저 없

이 라스와의 만남을 꼽는다(Pinkerton 1997a). 

라스의 연구를 관통하는 문제 의식은 1814년 4월 나폴레옹이 

제6차 동맹의 협공 앞에 무릎을 꿇은 이후 이탈리아 북부 괴뢰 국

가의 운명에 있었다. 이들 나라는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던 1805

년 세워졌다. 구체적으로 라스는 1814년 퐁텐블로 조약(Treaty of 

Fontainebleau)에 따라 롬바르디와 베네치아 지역의 관리자로 들

어선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를 살펴보았다. 라스는 메테르니히가 

왕정 복고를 외쳤지만 대단히 “유연하게” 해당 지역의 불만에 응

대했을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의 지배하에서 추진된 일련의 제도 

개혁을 되돌리지 않고 이어받았기에 반세기 동안 여러 차례 혁명

의 불길이 이탈리아 반도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Rath 1941, 13-26, 201-215; 1969, 231-248). 

1962년 『메테르니히 외교의 최정점, 1820-1823』이라는 제목

으로 텍사스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슈뢰더의 박사 학위 논문은 

라스의 연구를 시기적으로는 계승했으며, 관점에 있어서는 확장

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204 14. 5. 9.   오후 12:24



205세력 균형에서 협조 체제로 

했다. 우선 책은 1814년 늦여름에서 이듬해 초여름에 걸쳐 진행된 

빈 회의(Congress of Vienna)에 따른 전후 유럽 질서 회복 노력에 

대한 개괄로 시작한다. 이후 본론에서 슈뢰더는 1820년에서 1823

년 사이 메테르니히 체제에 대한 일련의 도전과 이들 도전에 대한 

메테르니히의 대응을 다룬다(Schroeder 1962a, 3-24). 

슈뢰더는 다음의 세 도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핀다. 첫 번째 

도전은 페르디낭드 7세(Ferdinand VII, 1784-1833) 통치하의 에스

파냐에서 일어났다. 1813년 왕좌를 되찾은 페르디낭드가 전쟁 중 

상실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탈환을 위해 모집한 군대가 1820

년 임금 체불 및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킨다. 초

기 진압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반란의 불길은 곧 에스파냐 전역으

로 확산되었고, 혁명 세력은 급기야 석달 만에 수도 마드리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국왕의 항복을 얻어낸 혁명 세력은 1812

년 프랑스 혁명 헌법을 본받아 제정된 자유 헌법의 부활을 요구했

다. 두 번째 도전은 에스파냐에서의 혁명에 곧이어 이탈리아 나폴

리에서 터진 마찬가지의 군사 반란이었다. 빈 회의의 결정에 따라 

1816년 나폴리와 시실리 왕국의 국왕으로 옹립된 페르디낭드 1세

(Ferdinand I, 1751-1825)의 외세 오스트리아에 의존한 무력한 통

치에 불만을 품은 까르보나리(Carbonari) 세력의 봉기로 시작된 

나폴리 혁명 또한 삽시간에 정부를 장악했다. 궁지에 몰린 국왕은 

에스파냐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입헌 군주정을 향한 개혁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끝으로 슈뢰더의 주의를 끈 메테르니히 체제에 대

한 도전은 1821년 봄 오토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그리스 저항 

세력의 역란에서 발단한 러시아와 오토만 제국 사이의 분쟁이었다

세계정치20_5.indb   205 14. 5. 9.   오후 12:24



206

(Schroeder 1962a, 25-29, 30-37, 164-194). 

슈뢰더는 이들 도전에 메테르니히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응수

했다는 점에 착목하여 당시 역사학계 일각에서 일고 있었던 메테

르니히 재평가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한다. 메테르니히에 대한 본

격적인 학술 연구는 오스트리아 출신 역사학자로 후일 히틀러의 

제3제국을 이론적으로 옹호하여 오명을 남기게 될 하인리히 리터 

폰 스리빅(Heinrich Ritter von Srbik, 1878-1951)의 전기로부터 시

작되었다. 1925년 출판된 스리빅의 역작의 핵심은 메테르니히가 

체화한 “통합 독일(Gesamtdeutsch)”의 개념에 있다. 스리빅은 메

테르니히가 나폴레옹에 의해 초토화된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의 광

활한 “중부 유럽(Mitteleuropa)”을 재건하는 데 일생을 바치면서 

“독일 민족(Volk)”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다고 칭송한다. 통

합 독일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테르니히는 이전 세기 자유주의 사

학이나 민족주의 사학에서 바라본 메테르니히와 사뭇 달랐다. 더 

이상 메테르니히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곳곳에서 봇물이 터지

듯 쏟아져 나온 독립과 자유의 외침을 짓밟은 반동주의자가 아니

었다. 후일 미국 국무장관이 된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이러한 해석의 대표적 계승자였다. 1957년 출판된 자신의 하버드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복원된 세계: 메테르니히, 캐슬레이, 그

리고 평화의 제 문제, 1812-1822』에서 키신저는 캐슬레이(Robert 

Stewart, Viscount Castlereagh, 1769-1822)와 함께 메테르니히를 나

폴레옹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유럽을 구원한 “진정한 정치가의 자

질(statesmanship)”을 지닌 인물로 재조명한다. 분명 메테르니히가 

추구했던 바는 독립과 자유를 향한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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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키신저는 오스트리아 재상으로서 메테르니히의 상황 인식

과 대외 정책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Schroeder 1961, 237; 

1962a, x, 237-266; 1966; 1967; Srbik 1925-1954; Meyer 1955; Ross 

1969; Sweet 1970; Kissinger 1957, 7-40, 191-213, 312-332; 1994, 

56-167).  

『메테르니히 외교의 최정점』에서 슈뢰더는 메테르니히를 억

압적인 반동주의자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짓밟은 평화와 안정을 

되살린 건설적인 보수주의 정치가로 다시 보고자 한 이러한 시도

에 맞선다. 이를 위해 슈뢰더는 키신저가 메테르니히의 협조 외

교(Concert diplomacy)의 시작과 끝으로 손꼽았던 트로파우, 라

이바흐, 그리고 베로나 회의(Congresses of Troppau, Laibach, and 

Verona) 관련 오스트리아 외교 문서와 서한을 면밀히 재검토한다. 

특히 슈뢰더는 메테르니히가 스페인에서의 반란에는 어떠한 개

입도 하지 않았던 반면, 이탈리아에서의 봉기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입을 명령하고,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

록 노력한 사실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테르니히의 보

수주의 정책 기조와 모순되는 정책과 결정을 일일이 열거하며 슈

뢰더는 메테르니히의 대외 정책의 본질은 “기회주의”라고 단언한

다. 메테르니히는, 슈뢰더의 설명을 빌리자면, “급박하게 돌아가

는 정세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꾸준히 조정했다.” 다시 말해, 메

테르니히의 외교 정책은 또 다른 혁명의 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방지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독일과 이탈리

아 반도를 아우르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패권을 보존하려는 노력

의 일환에 다름 아니었다. 키신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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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chroeder 1962a, 3-24, 250-251, 254; Taylor 1948, 33-46; 1934, 

16-17; Kraehe 1971; Sked 1983, 1976, 1-22; Kissinger 1957, 247-

311; Gulick 1963). 

슈뢰더는 자신의 책을 아래의 평가로 마무리한다.  

나는 적어도 이 시기에 있어서 메테르니히를 정치가가 아니라 외교관

으로, 유럽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인으로, 건설적인 보수주의자가 아

니라 억압적인 ‘현상유지 추구자(stand-patter)’로, 심오하고 진중한 

인간이 아니라 본성상 냉소적이고 얕은 인간으로 보고자 했다. 더 나

아가 나는 메테르니히를 유럽 통합의 철인왕도 선지자도 아닌 단지 

어떤 부분에 있어 특출난 능력을 지닌,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계급의 세

계관을 충실히 따르며 구 체제를 유지하고 구 체제가 주는 모든 혜택

을 빠짐없이 누리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했던 대귀족으로 보고자 했다

(Schroeder 1962a, 266).   

스리빅에서 키신저로 이어지는 수정주의 해석에 대한 슈뢰더

의 이러한 비판은 라스의 선행 연구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메테르니히의 이탈리아 점령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라스는 이

미 메테르니히가 오스트리아 제국 체제의 존속과 번영 이외에는 

어떠한 숭고한 정치 철학도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도 없이 단지 주

어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던 오스트리아 외교 수장

에 불과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바꿔 말해, 메테르니

히가 이탈리아 북부 점령 정책을 통해 보여준 “실용주의”는 메테

르니히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반동주의자도 아닌 “현상유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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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stillism)”를 신봉한 오스트리아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

는 증거에 다름 아니었다(Rath 1941, 189-190, 203-204; 1957, 6-7, 

51-52, 69-71; 1969, 247-249; Schroeder 1962a, 258).    

슈뢰더의 근대 유럽 외교사 연구에 있어 라스의 영향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1962년 박사 논문의 출판에 힘입어 일리노이대학

교에 조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슈뢰더가 쓴 다섯 편의 논문 중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라스가 편집을 주도하던 학술지에 게제되었

다. 물론 이는 슈뢰더의 학문적 능력에 대한 라스의 냉철한 평가에 

따른 도움이었으며, 슈뢰더는 같은 해 자신의 박사 논문으로 텍사

스 주 역사학회에서 미국 서부사가였던 월터 프레스콧 웹(Walter 

Prescott Webb, 1888-1963)의 업적을 기리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

하여 지난 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한다. 

하지만 아직 슈뢰더는 자신의 박사 논문의 주장이 어떠한 국제정

치사적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Schroeder 1962b, c; Wright 2001b, 2-3; Pinkerton 1997b, 11).  

III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 유럽 협조 

체제의 붕괴』(1972)

1963년 텍사스에서 일리노이로 자리를 옮긴 슈뢰더는 다음 연구 

주제로 크림 전쟁을 선택한다. 1848년 빈 혁명으로 인해 메테르니

히가 쫓겨난 후 5년 뒤 발발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1815년 이래 

이어져 온 유럽 열강 사이의 평화가 깨졌기에, 크림 전쟁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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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고 자연스러운 연구 주제였다. 슈뢰더의 두 번째 근대 유

럽 외교사 연구서는 10년간의 자료 조사와 집필 과정을 거쳐 1972

년 코넬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출간된다.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

고 크림 전쟁: 유럽 협조 체제의 붕괴』라는 제목의 이 책으로 슈뢰

더는 다분히 논쟁적인 신진 근대 유럽 외교사가로 자신의 이름을 

학계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다. 특히 책의 결론과 더불어 책의 출

판에 앞서 쓴 1815년부터 1853년 사이 오스트리아 외교사에 관한 

세 편의 논문은 근대 유럽 정치사뿐만 아니라 현대 국제정치 일반

에 대한 슈뢰더의 기본 입장을 구성하기에 세밀한 독해가 요구된

다(Rath 1957, 18-89; Schroeder 1968, 1968-1969, 1969, 1972a). 

통설에 따르면, 크림 전쟁은 러시아와 영국의 피할 수 없는 

격돌이었다. 한편에는 쇠망의 기색이 역력한 “유럽의 병자” 오토

만 제국을 확실히 물리치고 근동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유럽의 패

권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한 러시아가, 다른 한편에는 이를 저지함

으로써 유럽의 안정을 지키고자 한 영국이 있었다. 러시아의 영

토 팽창과 영국의 해상 지배를 고려할 때 충돌은 시간 문제였다

(Schroeder 1972a, 400-401; Henderson 1947, 98-99; Taylor 1952, 

30-34; Hinsley 1967, 226-331). 

모두가 예견한 전쟁이었지만 크림 전쟁은 때 이른 전쟁이었

다. 오스트리아가 이를 어처구니 없이 앞당겨 놓았다. 크림 전쟁

은 오스트리아 외교의 실패를 상징했다. 1848년 빈 혁명으로 메테

르니히가 사임한 후 오스트리아 외교는 “탐욕의 길”로 잘못 들어

섰으며, 러시아의 영향 아래 있었던 다뉴브 공국에 대한 야욕을 노

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만은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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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니콜라스 1세(Nicholas I, 1796-1855)는 전면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도화선을 당겼던 오스트리아는 자국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자 곧 무장 중립을 취했다. 정리하자면, 크림 전쟁의 일

차적인 책임은 오스트리아에 있었으며, 궁극적인 요인은 러시아

의 남하 정책이었다. 반면 영국은 알렉산더 1세(Alexander I, 1777-

1825)를 도와 나폴레옹을 심판한 후 메테르니히와 함께 유럽의 평

화 질서를 복원한 “자애로운 균형자”로서 크림 전쟁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Schroeder 1969, 216-219; 1972a, 514, 

n. 10; Rath 1957, 18-89; Claude Jr. 1962, 48-49, 59-60, 88-93; Waltz 

1968, 1-14).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설명을 슈뢰더는 철저히 논박한다. 슈뢰

더의 수정주의 해석은 다음의 네 함의를 지닌다. 첫째, 책의 결론

에서 슈뢰더가 상술하고 있듯이, 슈뢰더가 『오스트리아, 영국, 그

리고 크림 전쟁』을 저술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전통적인 근대 유

럽 외교사 연구의 중대한 결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슈뢰더는 

크림 전쟁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상당수의 

근대 유럽 외교사 연구가 전쟁의 원인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는 사태를 세력 균형의 관점

에서 다루고 있어서였다. “곡예 정치(equilibrist politics)”는 본질

적으로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 세력 균형

의 관점에 입각한 설명은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원인

에 대해 논하는 동어반복에 다름 아니라고 슈뢰더는 주장한다. 더

군다나 “세력 균형은 정책 분석의 도구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원칙

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모호하여 하등 쓸데없는” 개념이라고 슈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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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덧붙인다. 패권 추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외교 정책이 균

형 유지를 위한 견제로 풀이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슈뢰더는 지

적한다(Schroeder 1972a, 402).      

분석틀로서 세력 균형에 대한 슈뢰더의 거부는 두 번째 함의

와 직결된다. 슈뢰더는 1815년을 기점으로 유럽 정치의 성격이 근

본적으로 변했다고 본다. 프랑스 혁명 전쟁과 연이은 나폴레옹 전

쟁으로 마감되는 18세기는 세력 균형의 세기로서 “끊임없는 전쟁”

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하지만 파리 평화 조약(Peace of Paris)에 따

라 들어선 국제 체제는 세력 균형의 요소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본

질적으로 “이를 극복한” 국제 체제였다. 슈뢰더는 크림 전쟁의 원

인에 대한 기존의 분석이 세력 균형의 시각에 빠져 이와 같은 중대

한 변화상을 놓치고 있다고 탄식한다(Schroeder 1972a, 404). 

유럽 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는, 슈뢰더에 의하면, 다

음의 세 측면에서 이전의 국제 질서와 달랐다. 첫째, 영국, 러시

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프러시아, 다섯 열강은 모두 현상 유지

를 갈망했다. 이에 조약을 준수했으며, 공격적인 혁명 전쟁 및 보

편 제국의 등장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둘째, 모든 중대한 국

제정치 사안에 있어 다섯 열강은 모두 서로 양보하고 희생했다. 다

섯 열강에게 가장 중요했던 계율은 “다른 열강을 위협하거나 모욕

하지 말지어다(Thou shalt not threaten or humiliate another great 

power)”였다. 셋째, 다섯 열강은 유럽 평화를 위해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패권 아래 유럽의 독립된 중심”으로 남

아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오스트리아만이 유럽의 

안정을 위한 “화해와 화합의 장(point d’entente et d’un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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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슈뢰더는 크

림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심된 질문은 “왜 협조 외교

가 사태 해결에 실패하였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chroeder 

1972a, 405, 407, 408). 

남은 두 함의는 이 물음에 대한 슈뢰더 자신의 답변에서 차

례로 도출된다. 슈뢰더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전쟁의 위험이 높

아질수록 동유럽의 두 열강을 포함한 모든 열강은 이를 막기 위해 

협조 체제에 더욱 의존했다. 하지만 영국만은 아니었다.” 슈뢰더

의 수정주의 해석의 요체는 영국 책임론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모

든 중재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러시아의 일말의 교섭 의지까

지 꺾으면서 전쟁을 뒤에서 부추긴 나라는 다름 아닌 영국이었다. 

슈뢰더가 재차 확인한 당시 교섭 기록은 모두 오스트리아의 실수

도 러시아의 남하 정책도 아닌 영국의 강경한 태도가 전쟁의 불씨

를 당겼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팔머스톤(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Palmerstone, 1784-1865)의 외교 정책은 이제까지 모

든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었을까?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팔머스톤의 영국이 취한 행동은 유럽의 균형을 수호하기 위한 행

동으로 전혀 나무랄 데 없었다(Schroeder 1972a, 412).  

세 번째 함의는 이에 대한 슈뢰더 나름의 지성사적인 분석에 

있다. 세력 균형의 논리에 따르면 영국의 군사 개입은 러시아를 견

제하기 위해 취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휘그 이데올로기(Whig 

ideology)”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영국의 줄기찬 협상 거부와 

섣부른 함대 파견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했다. 1688년 명예 혁명과 

프랑스와의 연이은 전쟁을 거치며 영국 정치 사고의 중추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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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휘그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 거칠게 정

의될 수 있으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자유주의 정치 철학으로 체계

화된다. 팔머스톤이 체화한 크림 전쟁 당시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

은 “자유 무역”과 “자유 정체”의 두 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대외 인식 및 정책 또한 이를 바탕에 두었다(Schroeder 1972a, 409, 

415; Butterfield, 1931; Collinson, 1988; Burrow 1981, 1988; Collini 

et al. 1983; Snyder 1991, 153-211; Parry 2006; Howard 2008, 23-

42). 

하지만 슈뢰더는 영국은 오토만 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크림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당시 영국의 근동 지역과

의 무역은 오스트리아의 모든 중재를 저버릴 만큼이 아니었다. 팔

머스톤은 물론이거니와 내각과 의회, 영국민 대다수가 영국은 오

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반동적인” 전제정과 프랑스의 “급진적인” 

공화정에 맞서 “질서 정연한 자유”를 전파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영국의 상식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도덕적인 굴욕이었으며,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물러

서는 것은 역사적인 퇴보였다. 팔머스톤을 비롯한 대다수 영국인

은 1853년을 “구식의 업악적인 국제 질서”를 “새로운 입헌 자유주

의 국제 질서”로 대체할, 이로써 “영국의 명예와 위신”을 다시금 

정립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Schroeder 1972a, 409-416). 

슈뢰더는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 영국의 하늘 모

르고 치솟는 자부심에 대해, 앞서 일본을 대하는 미국에 대해 그러

했듯이, 혹독히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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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의 평화를 구축할 자격이 없었다. 이는 영국의 목표가 유

난히 자국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어서도, 영국이 특별히 무모하고 

호전적이어서도 아니었다.……영국이 자격이 없었던 이유는 평화로

운 유럽의 건설에 대한 휘그적인 관념이 틀렸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곳인 중부 유럽에 대한 휘그적인 인식은 

너무나 그릇된 것이었다(Schroeder 1972a, 419). 

팔머스톤은 프러시아와 이탈리아가 독립하여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구 체제(ancien régime)를 물리치고 대륙의 질서를 자유

주의 정신에 따라 새로이 정비한다면 유럽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성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현재의 질서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규탄하면서, 진보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로 

하여금 현재의 규칙을 어기도록 고무하는 한편, 계속하여 현재의 

질서로부터 이익을 누리고자 한 나라에게 대대적인 개혁과 막대

한 희생을 감내하라고 촉구하는”, “이러면서도 현재의 상호 협력

과 상호 이해가 지속되리라 가정한” 영국의 행동은, 슈뢰더에 의하

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모순이며 환상”이었다(Schroeder 1972a, 

420-424, 426). 

마지막 네 번째 함의는 메테르니히 이후 오스트리아 외교 정

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에 있다. 근대 오스트리아 외교사 연구

자로서 슈뢰더의 가장 큰 불만은 1852년 이래 혈기왕성한 황제 프

란츠 요세프 1세(Franz Joseph I, 1830-1916)를 보필하며 오스트리

아 외교 정책을 관장했던 칼 페르디난트 폰 부올 백작(Count Karl 

Ferdinand von Buol, 1797-1865)에 대한 학계의 극도로 인색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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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있다. 먼저 슈뢰더는 부올의 외교 문서와 서한 어디에서도 다

뉴브 강 유역으로의 팽창이 우선 순위로 오른 적이 없음을 밝힌

다. 물론 부올 역시 오스트리아의 안보와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위

해 러시아의 남하는 저지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뉴브 공

국이 오스트리아의 영향 아래 있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854년 3월 내각 회의에서조차 부올은 다뉴브 공국의 점령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슈뢰더는 지적한다. 또한 슈뢰더

는 동방 문제(Eastern Question)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오토만 제국의 갈등에 대해서도 부올이 끈질기게 화해를 종용했

음을 강조한다. 오스트리아의 부활을 위해 크림 전쟁을 부올이 획

책했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이에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우스꽝

스러운 것이었다”(Schroeder 1968, 217; 1968-1969, 164-176; 1969, 

219-220, 222, 232; 1972a, 23-114). 

당시 오스트리아는 급속히 저물고 있는 열강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팽창할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부올의 핵심 목표가 1813년에서 1815년 사이 메테

르니히가 성취했던 바”, 즉 “프러시아의 야망과 러시아의 팽창을 

제어하는 유럽의 독립적인 중심이자 유럽 협조 체제의 중추로서 

오스트리아의 지도력”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는 점이다(Schroeder 1972a, 1-22, 418; 1969, 234-236). 

부올의 사고는 전적으로 1815년 이후의 사고였다. 부올은 잠재적인 

침략국에 맞서 노골적으로 동맹을 형성하는 방도보다 협조 체제 내에 

잠재적인 침략국을 묶어 두고자 했으며, 만약 전쟁을 반드시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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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정해진, 이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목표를 

위해서만 하고, 목표 달성 이후에는 바로 멈추고자 하였다. 또한 부올

은 평화 조약을 마련할 때에도 패배국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승전

국도 이를 어려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근본적

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군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

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Schroeder 1972a, 418).       

동방 문제의 해결을 너머 유럽 협조 체제의 유지를 위해 부올

은 영국과 프랑스 두 해상 세력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다. 하

지만 팔머스톤은 부올의 간곡한 부탁과 이어진 양보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1세와의 협상을 끝내 거부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슈뢰더는 전쟁 발발의 궁극적인 책임은 부올이 아니라 팔머스톤에

게 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부올은, 슈뢰더에 따르면, 유럽 협

조 체제를 메테르니히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한 “존경받아 

마땅한 정치가”였다. 반면 팔머스톤은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자

라면 필히 지녀야 할 덕목으로 자국의 행동의 결과와 타국의 반응

을 미리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없었다.” 부올과 팔머스톤에 대한 

이러한 평가로 슈뢰더는 영국의 대표적인 외교사가 찰스 웹스터

(Charles Kingsley Webster, 1886-1961) 등에 의해 제시된 전통적인 

해석을 완전히 뒤엎는다(Schroeder 1968, 194, 215-217; 1972a, 418, 

422-423; Webster 1951). 

정리하자면, 『유럽 정치의 전환』에 묻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

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은, 크림 전쟁

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더해, 근대 유럽 외교사뿐만 아니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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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제정치학에 대한 슈뢰더 나름의 입장이 뚜렷이 제시된 첫 작

품이라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슈뢰더는 나폴레옹 전

쟁 이후 구축된 유럽 협조 체제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1815년 이전의 세력 균형에 따른 국제 질서는 “무력 정치

(Machtpolitik)”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체제였으며, 1853년의 

사태는 흔들리는 유럽 협조 체제와 부활하는 세력 균형 체제의 교

점에 다름 아니었다. 슈뢰더의 또 다른 중심 논지는 영국의 독단

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엄준한 질책에 있었다. 문제의 핵심

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선민 의식과 이에 따른 선과 악의 이분법

적인 대외 인식에 있었다. 슈뢰더는 이러한 사고 구조가 다른 나라

와 다른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능력을 상실케 했을 뿐

만 아니라 자국의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었다고 반복하여 지적한다

(Schroeder 1972a, 425-427). 

외교사 연구의 목적 또한 이로부터 도출한다. 슈뢰더에게 바

람직한 외교사 연구란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

으로 인해 초래된, 하지만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결과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국제정치에 있어 “마니

교적인 신념(Manichaean belief)”에 대한 슈뢰더의 매서운 비판의 

근저에는 외교사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놓여 있다. 20

여 년 전 들뜬 마음으로 진주만 공습 이전 미국의 대일 정책에 대

한 석사 논문을 준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슈뢰더의 독특한 

신중론과 책임론의 결합은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

의 출판 이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발현된다(Schroeder 1972a, xvi; 

1995, 35-47; 1996b; 2001c; 2004a; 2004b; Junker 1995; Lebo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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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2).   

IV	 “구조적 전환”, “정치적 평형”, 그리고 “패권 질서” 

이후 20년 동안 슈뢰더는 나폴레옹 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

르는 140여 년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유럽 협조 체제에 대한 자신

의 해석을 다듬고 시험한다.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

의 결론에서 이미 슈뢰더는 부올의 오스트리아와 팔머스톤의 영

국을 대조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향후 연구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

한 바 있다. 하지만 1972년 이래 작성된 30여 편이 넘는 근대 유

럽 외교사에 관한 슈뢰더의 논문이 모두 대단히 일관된 문제 의식

하에 쓰여졌다는 사실은 놀라우며 주의를 요한다. 다른 시대와 다

른 사건을 다루더라도 슈뢰더의 모든 논문의 틀은 “구조적 전환

(structural	transformation)”과 “정치적 평형(political	equilibrium)” 

그리고 “패권 질서(hegemonic	order)”였으며, 이를 통해 슈뢰더

는 오스트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영국을 신랄

히 비판한다. 『유럽 정치의 전환』의 개념적 틀은 이렇게 마련된다

(Schroeder	1972a, 392-427).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폴레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슈뢰더

의 비판을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슈뢰더는 나폴레옹 전쟁

의 충격이 없었다면 18세기 세력 균형 체제는 극복될 수 없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며, 둘째, 국제정치에 있어 규범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슈뢰더의 강조가 이를 통해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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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90년 근대 프랑스사가 해럴드 파커(Harold	Talbot	Parker, 

1912-2002)의 나폴레옹의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대한 분석에 대한 

논평에서 슈뢰더는 나폴레옹의 외교 정책을 “범죄 행위(criminal	

enterprise)”라 규정한다(Parker	1990; Schroeder	1990a).  

슈뢰더에 따르면, “정치에 있어서 범죄자”란,

법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고 있고, 조직된 사회가 법에 기초할 뿐만 아

니라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더 나아가 

법에 대한 생각과 법에 따른 행동이……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일정

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국제정치에 있어 법적 

장치와 법의 개념 그리고 법의 용법을 상시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도

움이 되도록 철저히 악용하는 자이다.……다시 말해, 정치적 범죄

자란 칸트(Immanual	Kant, 1724-1804)의 정언 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는 정반대로 정치에 있어 모든 대상을, 다른 이들과 다

른 집단들,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제도들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이다(Schroeder	

1990a, 148).         

분명 “범죄”라는 단어에는 도덕적 잣대가 들어가 있기에 역

사학자가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슈뢰더가 “나폴레옹을 삼손(Samson)이 아니라 루시퍼(Lucifer)

로 봐야만 한다”고 고집스레 주장하는 까닭은 나폴레옹을 “악마”

로 다루어야만 근대 유럽 정치사의 핵심 변동 요인을 제대로 포착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 평가가 강하게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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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했지만 슈뢰더의 관심은 따라서 여전히 나폴레옹 개인

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나폴레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있다(Schroeder	1990a, 150, 159-160; 

1990b, 324-329; Thompson	1988). 

슈뢰더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러시아 원정은 말할 나위도 없이 

나폴레옹의 모든 대외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모든 유럽의 위정자는 나폴레옹이, 매우 강력하고 능력 있는 지도

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정상적인 정치인

이라 여기고 응대했다.” “1800년부터 1812년까지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대다수 정치인은 나폴레옹을 달래려고”, 좀 더 정확히 말하

자면, 나폴레옹과 편먹고 고물이라도 챙기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

을 다했다. 독일 해방 전쟁 동안에도 프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독일 

공국은 마찬가지 이유로 나폴레옹에 맞서 싸우기보다 어떻게든 참

고 지내고자 했으며, 스페인과 러시아도 수년 동안 엄청난 착취와 

모욕을 겪은 다음에야 “죽기 살기로 저항했다(Flucht	nach	vorne).” 

매우 뒤늦게서야 유럽 열강은 나폴레옹이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가 아니라 칭기즈칸(Genghis	Khan, 1162-1227)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폴레옹은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았

으며,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슈뢰더는 바로 이러한 “어떠

한 현실적인 정치적 목표도 없는……암흑의 공허”야말로 나폴레

옹의 외교 정책의 본질이라 누차 강조한다(Schroeder	1990a, 152, 

154-155, 157-159). 

비유하자면, 나폴레옹이라는 “신의 응징(scourge	of	God)”

은 유럽 열강 모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포커 게임(ga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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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r)”을 끝내고 “브리지 게임(game	of	contract	bridge)”을 하

도록 만들었다. 1815년 이후 등장한 “법에 따른 새로운 국제정

치 체제”는 무법자 나폴레옹의 의도하지 않은 선물인 셈이었다

(Schroeder	1990a, 158-159). 

세력 균형에서 협조 체제로의 이행 과정은 하지만 쉽지 않았

다. 학습은 혼란 속에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이 중 제일 부

진했던 나라는 영국이었다.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

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슈뢰더는 나폴레옹 전쟁 내내 캐슬레이가 

“동의와 합의”에 방점을 둔 메테르니히의 “정치적 평형(équilibre	

politique)”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문책한다. 슈뢰더는 

나폴레옹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한 

영국이며, 오스트리아는 자국의 이익을 챙길 기회만 노리며 훼방

만 놓았다는 전통적인 해석에 반기를 든다. 슈뢰더는 그러나 영국

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슈뢰더는 앞

서와 같이 영국이 스스로 부여한 “조정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감

에 사로잡혀 “모든 열강이 수용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

는 유럽 체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답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폴레옹을 패퇴시킬 궁리만 했기에 영국을 

힐책한다(Schroeder	1987a, 22-23; 1987c, 244-290; 1988, 528-529, 

533-540). 

1972년 이래 나폴레옹의 대외 정책보다 슈뢰더의 주의를 더 

많이 끈 주제는 사실 1815년의 국제정치사적 함의였다. 박사 논문 

이래 슈뢰더의 모든 연구의 출발점은 유럽 협조 체제였지만, 슈뢰

더는 아직 이에 대해 별도로 공들여 논의한 적이 없었다.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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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학 논집』에 발표한 논문을 개시로 슈뢰더는 유럽 협조 체

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간다. 『유럽 정치

의 전환』의 개념적 틀로서 “구조적 전환”과 “정치적 평형” 그리고 

“패권 질서”에 대한 슈뢰더의 생각은 이렇게 정립된다(Schroeder	

1962a, 3-24; 1975).  

파리 평화 조약을 기점으로 근대 유럽 국제관계사를 나누고

자 한 슈뢰더의 앞에 놓인 첫 번째 장애물은 유럽 협조 체제를 또 

다른 세력 균형으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세력 균형 전통』(1955)의 저자 에드워드 보스 굴릭(Edward	Vose	

Gulick, 1915-2000)은 1815년 체제를 나폴레옹에 의해 파괴된 세

력 균형의 복원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815년에

서 1853년까지의 평화와 안정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회복을 위한 

“짧은 휴식기”에 다름 아니었으며, 크림 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

까지의 혼란과 분쟁은 국제정치 본래의 무정부적인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과정이었다. 물론 굴릭도 메테르니히와 캐슬레이 그리고 

알렉산더 1세의 협력은 높이 샀다. 하지만 이는 개인 수준에서 이

루어진 것이지 구조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Schroeder	

1986, 1-2; 1989c; Sked	1979; Kraehe	1992; Gulick	1955, 297-310). 

1986년 『세계 정치』에 게재한 논문에서 슈뢰더는 이에 맞서 

“19세기 국제 평화와 안정은 체제의 변화(systemic	change)”에 따

라 얻어졌으며, 1848년에서 1850년 사이의 정치 변동과 1854년에

서 1871년 사이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지 유지되

었다고 반박한다(Schroeder	1986, 2; 1989c). 

슈뢰더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48년 유럽 전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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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진 변란으로 메테르니히 체제는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제 질서

는 대체로 평온히 유지되었다. 둘째, 5년 뒤 크림 전쟁이 유럽 협

조 체제와 신성 동맹(Holy	Alliance)의 붕괴를 다시 한 번 알렸지

만, 3년이나 지속된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치는 별다른 변화

없이 운영되었다. 크림 전쟁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극히 제

한된 전쟁이었다. 셋째, 곧이은 카부르(Camilo	Benso, Count	of	

Cavour, 1810-1860)의 이탈리아 통일 전쟁과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의 독일 통일 전쟁은 분명 오토만 제국의 운

명을 둘러싼 격돌과 차원을 달리했다. 하지만 양자 모두 세력 균

형의 원칙에 따른 18세기 “현실 정치(Realpolitik)”로의 회귀를 결

코 원하지 않았으며, 이에 오스트리아의 반응은 프리드리히 2세

(Friedrich	II, 1712-1786)의 두 번의 실레지아 침공 때와는 천지 차

이였다. 넷째, 보불 전쟁 이후 프랑스 역시 물리력이 아닌 외교력

으로 땅에 떨어진 국위를 다시 세우고자 했다. 복수의 열망이 곧 

전쟁을 의미하지 않았다. 다섯째, 열띤 제국주의 식민지 경쟁에

도 불구하고 유럽 밖에서의 갈등은 모두 해당 지역 내에서 조정

되었으며, 유럽 정치의 향방에 어떠한 심각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

다. 근동 지역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18세기 줄곧 대서양 양

편에서 계속된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과 확연히 달랐다. 마지막으

로 1815년 이래 독일 연합(Deutscher	Bund)을 포함한 유럽의 어

느 약소국도 18세기 후반 폴란드처럼 마구잡이로 침탈당하지 않

았다(Schroeder	1986, 4-10, 13-25; 1989c; 1994d, 15-30; 1996a, 8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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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는 테일러가 『유럽 제패를 위한 쟁투』에서 암시한 바와 

달리 1815년 이래 어느 강대국도 패권국이 되고자 시도한 적이 없

으며, 이는 유럽 국제정치의 구조적 전환 덕분이라 정리한다. 앞

서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 슈뢰더는 크림 전쟁

을 전환점으로 보았다. 3년 뒤인 1975년 『해군 대학 논집』에 보낸 

논문에서 슈뢰더의 분기점은 프러시아의 보불 전쟁 승리로 늦춰

졌다. 이제 빈 회의에 따라 탄생한 새로운 국제 체제의 와해는 비

스마르크 사임 후 빌헬름 2세(Wilhelm	II, 1859-1941)가 세계정치

(Weltpolitik)를 천명한 1890년 이후로 다시 조정되었다(Schroeder	

1975, 28-31; 1986, 9; 1989c, 9; 2001a, 3-27).  

다음으로 슈뢰더가 넘어야 했던 장애물 또한 세력 균형이었

다. 1815년을 기점으로 유럽 정치에 구조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해

도 세력 균형 개념의 악명 높은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이후 유럽 정

치를 세력 균형의 틀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변화된 유럽 정치의 속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

운 개념이 시급했다. 이에 슈뢰더는 1989년 12년 전 미국 정치학

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세력 균형을 대체할 개념으로 정치

적 평형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메테르니히도 빈번

히 사용했던 1815년 이후 유럽의 대표적인 외교 용어이다. 러시아

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의 방대한 외교 문서와 서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슈뢰더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당시 분명 존재

했지만 세력 균형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 전쟁 

이후에도 드물게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당시 유럽의 외교가에서 

애용된 용어는 “평형(équilibre)”이었다. 평형은 도덕 규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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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법의 지배”를 의미했으며, 따라서 현실 정치 전통에 뿌리

를 둔 세력 균형과는 혼용할 수 없는 용어였다. “19세기 유럽은 힘

의 배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소와 사항을 보고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현재의 균형이 만족스러운지 아닌

지 판단했다”(Haas	1953; Schroeder	1989c; Jervis	1992; Little	1989, 

2007, 3-87, 251-287; Sheehan, 1996).  

슈뢰더에 따르면, 정치적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제 체제 내에서 개별 국가가 주장하는 권리와 영향력 그리고 

핵심 이익이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권리와 영향력 그

리고 핵심 이익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2) 개별 국

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국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그리

고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사이의 

균형 혹은 조화가 있어야 한다(Schroeder	1989c, 233).   

당연 이에 따른 외교 정책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더해 “제 아

무리 나름의 목적을 위해 이를 곡해한다고 해도 누구라도 입에 발

린 말을 해야만 하는 숭고한 이상의 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서 추구되는 여타의 재화들, 예컨대, 평화, 안보, 독립, 명예, 품위, 

위신, 공동체, 법, 심지어는 도덕 규범까지도” 고려한 후 수립된다

(Schroeder	1976b, 3-22; 1989c, 233).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세력 균형을 대신하여 정치적 평형

이 유럽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천의 틀로 등장함에 따라 동맹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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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고 슈뢰더는 부연한다. 1815년 이

래 유럽에서의 동맹은 “힘을 더해주는 무기(weapons	of	power)”

에서 “관리의 도구(tools	of	management)”로 바뀌었다. 이제 동맹

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인 도움을 받을 의도가 아니라 

동맹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맺어졌다. 다시 말해, 1815

년 이래 주요한 동맹은 이웃 나라가 “합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목

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자” 맺은 “규제 조약(pactum	de	

contrahendo)”이었다. “억제”는 따라서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법적인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슈뢰더는 

러시아의 동맹 정책을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한다. 폴

란드 분할과 오토만 제국과의 연이은 분쟁에서 보듯이 나폴레옹 

전쟁 이전 러시아는 영토 팽창을 위해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의 동맹을 이용했다. 반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 러시아는 적어도 유

럽 내에서는 군사적인 약탈을 자제했다. 신성 동맹은, 슈뢰더에 따

르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러시아 사이의 규제 조약이

었다(Schroeder	1975, 23-28; 1976b, 198-199; 1989d; 1992a, 699, 

1983).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패권 질서의 문제이다. 18세기 세력 

균형에 따른 설명이나 19세기 정치적 평형에 따른 설명이나 당대 

유럽 국제 체제 내 주요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위계와 이의 역할

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왔다. 물론 단순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후자는 패권

의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임해 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슈뢰더의 초점은, 이론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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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력 균형에 대한 비판과 이의 대안으로서 정치적 평형에 맞추

어져 있었다. 『유럽 정치의 전환』의 출판 2년 전인 1992년 이른 여

름 『미국 역사학 논집』에 실린 유럽 협조 체제에 대한 토론문에서 

슈뢰더는 명시적으로 패권 질서를 자신의 중심 논제로 택한다. 슈

뢰더는 “빈 체제를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보려는 모든 시도는 오

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틀렸으며”, “빈 체제의 본질적인 힘

의 구성은 균형적이 아니라 패권적이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

장을 새로이 정립한다. 슈뢰더는 1815년 체제가 다섯 열강의 상

호 균형 추구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되었다는 종전의 해석에 맞서 

“보유 자원을 포함한 국력”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외부 위협에 대

한 취약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섯 열강 사이에는 명백한 서열이 존

재했다고 강조한다. 프러시아가 가장 약했으며, 다음은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여전히 혼란 속에 있던 프랑스와 자신의 관리 능력

을 넘어선 제국 체제를 유지하고자 무던히 애를 쓰고 있던 오스트

리아였다. 이 세 열강은 모두 지리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외부의 위

협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끝으로 러시아와 영국은 제일 

힘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제일 유리한 위치를 점하

고 있었다(Schroeder	1992a, 683-706; 1992b, 733-735; Jervis	1985; 

Gruner	1992; Gilpin	1981, 1987; Keohane	1984; Oye	1986). 

문제는 따라서 어떠한 연유로 유럽의 패권을 양분하고 있었던 

영국과 러시아가 나폴레옹 전쟁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달리 체제 

유지 세력으로 변모하게 되었는가에 있다. 슈뢰더는 이에 대해 “18

세기 세력 균형의 규칙과 실제는 안정을 헤치는 약탈적인 패권을 

낳았던” 반면, “빈 시대의 평형 추구의 규칙과 실제는 안정을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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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하는 선량한 패권을 붇돋았다”라고 답한다.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구조적 전환으로 인해 패권의 속성도 변했던 것이다. 앞서 지

적하였듯이, 빈 체제하에서 정치적 평형은 “갈등을 일으키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안정을 불러오는 법의 지배”를 의미했으며, 러시

아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모든 열강은 이를 따랐다. 바꿔 말해, 

당시 모든 유럽 열강은 유럽의 평화가 “단순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평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유럽 협조 체제하에서 러시아와 영국의 패권은 

“모든 열강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패권”이었다(Schroeder	1989c, 

1992a, 606-607, 702, 1992b, 734).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 변화된 패권 질서

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슈뢰더는 약소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꼽는다. 미네소타대학교 오스트리아 연구소에

서 1996년 행한 로버트 칸(Robert	A. Kann, 1906-1981) 기념 강연

과 이에 앞서 1984년 『국제관계사 평론』에 발표한 논문에서 슈뢰

더는 빈 체제가 국제정치의 원할한 작동에 있어 약소국의 중요성

을 인정한 첫 국제 체제라는 점을 애써 환기시키고 있다. 빈 체제

는 나폴레옹 전쟁 와중 사라졌던 대부분의 약소국을 되살려 놓았

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그리고 독일 연합은 온전히 되살아났으며, 

폴란드와 이탈리아 그리고 색스니는 각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그

리고 프러시아의 영향권하에 있어야 했지만 독립을 얻었다. 슈뢰

더는 이를 “전쟁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	bellum)로의 회귀”로 

보아서도 이들을 단순히 “완충 지대(buffer	zone)”로 여겨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다. 유럽 협조 체제하에서 약소국은 “매개체(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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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édiaires)”로서 “열강 간의 상호 작용의 방식을 배가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 국제정치가 더욱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와주었으며, 더 나아가 열강 간의 관계가 무력 충돌로 쉽사리 흐르

지 않도록 조정해주었다”(Schroeder	1984, 77-95; 1998, 1-18). 

유럽 협조 체제하에서 약소국이 국제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격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슈뢰더에 의하면, “모든 열강

이……매개체와 매개 정치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이를 고취하는 

일을 귀찮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믿고 행했기(make	a	necessity	of	virtue)” 때문이었다.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유럽 정치의 구조적 전환은 정치적 평형을 

낳으며 패권 질서의 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약

소국도 유럽 협조 체제의 안녕을 위해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슈뢰더는 설명한다. 역으로 슈뢰더는 세력 균형 체제는 

본질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질서라 말한다. “약소국이 기꺼이 매개

체가 되고자 그리고 매개체의 역할을 맡고자 한 주된 까닭은 세력 

균형의 방식을 따라서는 번영은 물론이거니와 생존조차 어렵기 때

문이다.” 1815년 이전 약소국은 언제 이웃 강대국에 의해 침탈당

할지 모르는 피동적인 존재였다면, 1815년 이후 약소국은 강대국

과 강대국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서 능동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

났다. 유럽 협조 체제하에서 유럽의 모든 나라는 절제하였으며 이

에 함께 만족할 수 있었다(Schroeder	1998, 2, 14, 17).   

정리하자면,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 이후 슈뢰

더는 (1)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 정치의 구조적 전환을 초래했으며, 

이에 (2) 국제 조약과 도덕 규범을 중시하는 정치적 평형이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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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균형을 대체하였고, 이는 (3) 약소국의 역할까지도 긍정하는 

협조적인 패권 질서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유럽 협조 체제의 속성

을 구체적으로 정의내린다(Schroeder	1994e, 550-566; 1985). 

동시에 슈뢰더는 이러한 틀을 통해 크림 전쟁 이후 유럽 협조 

체제의 해체 과정을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해 나간다. 우선 슈뢰더

는 1871년 1월 18일 보불 전쟁의 승리의 환희 속에서 이루진 독

일 제국(Deutsches	Reich)의 탄생에 주목한다. 하지만 슈뢰더의 초

점은 프랑스의 패배에도 독일의 통일에도 있지 않다. 슈뢰더의 관

심은 오히려 보불 전쟁 와중 민족주의의 열풍 속에서 자의 반 타의 

반 프러시아가 이끄는 북부 독일 연합(Norddeutscher	Bund)의 품

에 안긴 독일 연합 남부의 네 공국, 바바리아, 뷔르템베르크, 바덴, 

그리고 헤세-담스타트에 있다. “남부 독일의 독립 상실은 독일 통

일만큼이나 국제 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엄청난 사건이라고 

슈뢰더는 말한다. 앞서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들 네 공국은 유럽 

대륙의 네 열강 간의 관계를 이완시켜 주었던 매개체였다. 이에 더

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 이래 관습법과 

국제 조약으로 거미줄과 같이 엮어진 독일 연합은 정치적 평형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이들 네 공국의 주권 상실은 유럽 협조 체제

의 주요한 두 축의 부재를 의미했다. 보불 전쟁에서 프러시아의 승

리는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세력 균형의 부활을 알렸다(Schroeder	

1984, 77, 82-94; 1989b, 134-139; 1990d, 281-291). 

다시 말해, 남부 독일 덕택에 1815년 이래 “열강 간의 겨룸은 

우위를 위한 경쟁으로 제한될 수 있었던” 반면, 남부 독일이 사라

진 1870년 이후 “열강 간의 겨룸은 제패를 위한 쟁투로 급속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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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도리 없이 근동 지역으로 고개를 돌렸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방어 

동맹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또한 독일 제국의 탄생은 부

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양면 전쟁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독일 

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강화

해 나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슈뢰더에 따르면, 비스마르크는 정

치적 평형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독일 제국의 성장을 꾀했다. 하지만 20년 뒤 비스마르크가 

사임한 이후 유럽의 상황은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Schroeder	1984, 80).  

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슈뢰더의 해석은 『오

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과 동시에 『근대사 논집』에 발

표한 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슈뢰더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1940년 겨울 갑자기 무너져 내린 미국 워싱턴주, 타

코마 협곡을 잇고 있던 현수교에 빗대어 분석하고 있다. 슈뢰더의 

이 글은 프리츠 피셔(Fritz	Fischer, 1908-1999)의 유명한 독일 책임

론에 대한 베를린 출신 미국 독일 외교사가 요하임 레막(Joachim	

Remak, 1920-2001)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으로 작성되었다. 20세

기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전자

의 설명은 “국내정치 우선론(Primat	der	Innenpolitik)”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후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전장에

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베를린이 아니라 전쟁이 불 붙은 사라

예보에서 먼저 찾아야만 한다고 논박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의 전쟁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고 세르비아의 전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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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막의 주장에 슈뢰더는 동의하면서도 레막도 피셔만큼이나 국

제정치의 구조에 무관심하다고 한탄한다(Schroeder	1972b; 1972c, 

319-345; Remak	1971, 353-366; Fischer	1967, 1975). 

제1차 세계대전은, 슈뢰더에 의하면, “말괄량이 제르티

(Galloping	Gertie)”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타코마 다리가 바

람으로 인한 공명 현상으로 붕괴되었듯이 당시 유럽 정치의 구조

의 진동 수와 일치하는 반복적인 외력으로 진폭이 증대되면서 발

발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열강이 유

럽 밖에서는 제국으로의 도약을, 유럽 안에서는 패권의 장악을 꿈

꾸면서 “국제 체제는 되풀이하여 휘어지고 구부러졌으며”, “마침

내 모든 하중이 구조의 제일 취약한 지점이었던” 오스트리아에 쏠

리면서 “국제 체제는 부러져버렸던” 것이다. 아직 매개 정치나 정

치적 평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슈뢰더의 논지

는 일관되다. 1870년 남부 독일이 사라지고, 1890년 비스마르크

마저 떠나면서 유럽 협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각자

도생의 길만 앞에 놓여 있었다. 1814년 프랑스에 맞서 유럽의 네 

열강이 쇼몽 조약(Treaty	of	Chaumont)을 체결한 지 정확히 100

년이 지난 1914년 유럽은 다시 무력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Schroeder	1984, 82-94; 1993a; Strikwerda	1993a, 1993b).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와 같이 슈뢰더는 

이 모든 사태의 주범으로 영국을 지목한다. 사실 슈뢰더의 19세기 

영국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곧 세력 균형에 대한 비판이고, 세

력 균형에 대한 비판은 곧 영국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예를 

들어, 『해군 대학 논집』에 나온 슈뢰더의 논문은 아래와 같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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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력 균형 이론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그럴싸하고 매력적이다. 정치인

이든 학자든 국가 간의 갈등을 힘으로 힘을 상쇄하는 균형의 과정을 

떠올리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세력 균형

에 따른 정책과 행동이 19세기 특히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단연코 세력 균형은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 영국의 사상이었다. 국제정치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방안으로

서 세력 균형에 대한 생각은 국내정치에서 평화와 진보 그리고 번영

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19세기를 대표하는 두 사상과 아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잘 어울렸다. 경제학에서 이는 자유 무역의 교리

였으며, 정치학에서 이는 자유 헌정주의였다. 이들 세 사상 모두 지배

나 독점 또는 자유를 저해하는 부당한 제약만 없다면 경쟁은 조화를 

이루리라, 그리고 자유를 낳으리라 전제했다. 이들 세 사상 모두 국가 

간의 경쟁이든, 사업가나 기업가 간의 경쟁이든, 정당 간의 경쟁이든, 

상이한 주장 간의 경쟁이든, 경쟁은 번영을 낳는다고 가정했다. 동시

에 균형은 모든 안전과 진보의 열쇠였다. 유럽 정치에서 국력의 균형

이든, 시민 정부에서 군주와 의회 그리고 인민의 균형이든, 아니면 자

연스러운 균형자인 자유 무역을 통한 생산자와 노동자 그리고 무역업

자의 경제 능력과 부의 균형이든, 자유는 균형을 통해 보호된다고 이

들 세 사상 모두 설파했다. 당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깨어 있고 또 가장 안정된 열강이었기에 이 세 사상의 주

된 옹호자로 자처하고 행동했다(Schroeder	197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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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머스톤의 휘그적인 국제정치관이 유럽 협조 체제의 와해

를 알렸다면,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Etwart	Gladstone, 1809-

1898)의 자유주의 국제정치관은 유럽 협조 체제의 종말을 장식했

다. 특히 슈뢰더는 통상 “동맹과 적대 관계의 교묘한 조정에 기초

한 비스마르크 체제”와 대척을 이룬다고 호평을 받아온 “글래드스

톤의 조화로운 유럽 협조 체제”의 이상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붓는다. 유럽 국제 질서를 세력 균형으로 되돌린 이는 전

자가 아니라 후자였다(Schroeder	1980, 164; Medlicott, 1956).  

문제의 근원은 다시 동방 문제에 있다. 발칸 반도의 상황에 

대한 글래드스톤의 기본 입장은 자유주의 국제정치 사상의 주요

한 원칙을 천명한 연설로 잘 알려진 미드로디언 연설(Midlothian	

Campaign)에 잘 나타나 있다. 1880년 총선을 위해 스코틀랜드 지

역구를 방문한 글래드스톤은 오토만 제국의 야만적인 폭정하에

서 오랫동안 신음해 온 발칸 반도의 여러 민족을 유럽 열강이 함

께 도와야 하며, 더 나아가 힘이 아니라 “유럽 공법(public	law	of	

Europe)”에 따른 국제 질서를 함께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열변했

다. 하지만 글래드스톤은 팔머스톤과 다르지 않았다. “발칸 반도

에서와 같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지

만 영국은 전혀 없는 경우, 글래드스톤은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은 

유일한 열강인 영국이 지역민의 이익을 지킬 권리와 의무를 지닌

다고 주장했으며”, “이집트에서와 같이 영국이 러시아나 오스트리

아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글래드스톤은 러시

아나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이기적인 것이라 비난했다”(Schroeder	

198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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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글래드스톤이 볼 때 오토만 제국은 야만이었고, 오

스트리아는 구 체제 제국이었다. “자유의 친구”인 영국의 협력 대

상은 따라서 슬라브 민족의 후원자로 오랫동안 자처해온 러시아뿐

이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영국에 의해 인도되어야 할 전제 군주

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다. 슈뢰더는 모든 나라가 영국의 계도를 받

아야만 한다는 글래드스톤의 이러한 사고는 “현실 정치의 대안이 

아니라 이의 여러 작동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슈뢰더는 민족 원칙에 의거한 글래드스톤의 발칸 정책

은 대륙 정치의 안정에 있어 오스트리아의 중요성을 망각한 외교 

정책으로 러시아의 팽창 의욕을 한층 더 자극했으며, 이에 구식의 

세력 균형 체제로 유럽 정치가 회귀하는 데 일조했다고 꾸짖는다. 

내용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 글래드스톤의 외교 정책은 비스마

르크의 외교 정책의 대안이 아니었다. 글래드스톤이 진정한 비스

마르크였다(Schroeder	1980, 99-105, 109, 117, 119). 

영국 외교 정책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는 대륙 정치와 관

련되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책임이나 부

담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었다. 영국은 “자애로운 균형자”

로 자처해 왔지만 실상은 “무책임한 방관자”였다고 슈뢰더는 힐

책한다. 이러한 점에서 팔머스톤과 글래드스톤에 이어 네빌 체임

벌린(Arthur	Neville	Chamberlain, 1869-1940) 또한 슈뢰더의 날

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

리 슈뢰더는 이들이 모두 동일한 이념적 토대 위에서 영국의 외

교 정책을 이끌었으며, 따라서 대륙 정치와 관련되어 동일한 난

맥상으로 초래했다고 논쟁한다. 바꿔 말해, 체임벌린의 유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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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sement)은 영국 외교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탈선이 아니었

다(Schroeder	1976a, 223-243; 1990e).   

슈뢰더는 영국의 대륙 정책의 모든 문제는 중동부 유럽을 바

라보는 영국의 시각으로부터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전통

적으로 중동부 유럽을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공

백”으로 보았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연합이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었지만 캐슬레이 사후 영국은 이를 메울 후보로 프러시아만을 

꼽았다.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중동부 유럽이 새로이 짜여야 한다

고 할 때 오랫동안 이 지역의 맹주로 있었던 오스트리아는 골칫거

리에 불과했다. 영국은 오스트리아로 인해 프러시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까 우려했으며, 당연 보오 전쟁과 보불 전쟁의 결과에 대

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내 정치에 있어 영국의 기대에는 많이 

못미쳤지만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는 영국이 원했던 중동부 유럽

의 모습이었다. 독일 제국의 탄생으로 프랑스와 러시아에 대응하

는 세력 균형 구도가 완성되었으며, 이에 영국은 대륙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영국은 이 세 열강이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서

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내버려두면 되었다(laissez-faire)”

(Schroeder	1976a, 235-236; 1990e). 

하지만 만약 러시아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제국이 위협으로 

등장한다면 분명 영국은 알프레드 폰 티르피츠(Alfred	von	Tirpitz, 

1849-1930)의 영도 아래 이루어진 독일 제국 해군의 급속한 성장

을 저지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지만 결코 대륙에 있어서 독일 제국

의 지위를 흔들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영국의 세력 균형 인식에 있

어 독일 제국은 언제나 러시아와 프랑스의 위협에 맞선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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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맹국”이었으며, 따라서 독일 제국의 팽창에 대한 영국의 대응

은 언제나 유화 정책이었다고 슈뢰더는 주장한다. “반대파 의견”

의 전통 속에 이를 위치시키는 테일러의 풀이에서 슈뢰더는 한발 

더 나아간다. 슈뢰더에 의하면, 1871년 1월 프러시아에 의한 독일 

통일을 바라보는 글래드스톤의 자세나, 1919년 6월 베르사유 조

약(Treaty	of	Versailles)에 대한 독일의 불만을 접수하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1863-1945)의 자세나, 1938년 9

월 히틀러와 뮌헨 협정(Munich	Agreement)을 맺는 체임벌린의 자

세나, 모두 동일한 “공상적 낙천주의(Micawberism)”에 빠진 세력 

균형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Schroeder	1976a, 226, 235-238; 1990e; 

Taylor	1958; 1961, 187-214). 

정리하자면, 캐슬레이 사후 영국의 대유럽 정책은 본질적으

로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균형 구도를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정치적 평형의 원천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 연합의 안보

의 지속적인 희생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빈 체제하에서 유럽의 안

정은, 슈뢰더에 따르면, 러시아와 프랑스 그리고 프러시아 사이의 

세력 균형이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위시한 독일 연합의 “공생 체

제(symbiotic	system)”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이에 영국의 대륙 정

책은 유럽의 평화를 근본에서부터 흔들었다. 영국은 오스트리아

를 포함한 광할한 중동부 유럽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전

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분명 합

스부르크 군주정은 노쇄하여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막아낼 능

력이 없었다. 세습 제국으로서 오스트리아는 협약과 관례의 복잡

한 연결망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었다. 하지만 슈뢰더는 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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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이러한 태생적인 취약성이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지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으며, 더 나

아가 안정적인 유럽 국제정치 체제를 위해서도 지극히 중요한 요

소였다”라고 강조한다. 바꿔 말해, 영국이 19세기 중반 이후 고립

주의 정책을 취하며 유럽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는 프러

시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덕택이었다(Schroeder	1976a, 236, 241; 

2001b).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이 나온 지 정확히 20년

이 지난 1992년 슈뢰더는 『유럽 정치의 전환』의 서문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 보낸다. 이제 슈뢰더는 더 이상 근대 오스트리아 

외교사가가 아니었다. 나폴레옹 전쟁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

전에 이르기까지 슈뢰더가 다루지 않은 유럽 전쟁은 없었으며, 다

루었던 모든 전쟁에 대해 슈뢰더는 기존의 해석을 뒤엎는 해석을 

내놓았다. 

동시에 슈뢰더는 전통적인 외교사 연구의 틀을 타파하고자 심

혈을 기울였다. 자신의 연구를 통해 자국의 행동이 국제 체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취하는 진정

한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 슈뢰더 “모호

하고 변화무쌍한 세력 균형이나 국가 이익과 같은 개념에 의거하

여 국제정치를 임의적이고, 우연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사건의 연속”으로 서술하는 전통적인 외교사 연구를 용납할 수 없

었다. “어떠한 장기적인 방향성도 없이 만화경처럼 변화만을 거듭

하는 힘과 의지의 분별 없는 유희로서” 국제정치를 다룬다면 진정

한 정치가의 자질은 고취될 수 없다고 슈뢰더는 믿었다. 슈뢰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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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전환과 정치적 평형 그리고 패권 질서의 틀을 제안한 이유

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슈뢰더는 근대 유럽 외교사 연구의 방법과 

목적에 대한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국제 체제 우선론(primacy	of	

international	system)”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이를 발판으로 하여 

『유럽 정치의 전환』을 구상한다(Schroeder	1987b, 106; 1993b, 284; 

1997a, 271; 2000, 403-416; Krügger	1991; Jervis	1976, 1987).  

V	 『유럽 정치의 전환, 1763-1848』(1994)

슈뢰더의 앞서의 세 책이 모두 독립된 연구서로 집필되었다면 『유

럽 정치의 전환』은 옥스퍼드 근대 유럽사 총서(Oxford	History	of	

Modern	Europe	Series)의 일환으로 청탁을 받아 쓰였다. 제2차 세

계대전이 종결된 지 2년이 지난 1947년 봄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 

학술 담당 편집 위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유럽 대륙을 생지옥으

로 만든 일련의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옥스퍼

드 근대 유럽사 총서의 출간을 추진한다. 테일러에서 키신저로 필

자가 바뀌는 등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박사 논문 이래 슈뢰

더의 연구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 혁명에서 1848년 혁명에 

이르는 동안의 유럽 국제관계사의 필자로 슈뢰더가 선택된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Burk	2000, 257, 262-263; Sisman	1994, 

218). 

책의 서문의 시작과 동시에 슈뢰더는 전체 9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유럽 정치의 전환』을 통해 자신이 궁극적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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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바를 아래과 같이 제시한다. 

1763년에서 1848년 사이 유럽 국제정치는 전환되었으며, 이의 결정

적인 전기는 1813년에서 1815년 사이 마련되었다. 국제정치를 지배

하는 규칙과 규범 그리고 관례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경

쟁과 갈등만을 불러 일으키는 세력 균형에 기초한 18세기의 규칙과 

규범 그리고 관례는 19세기 협조와 정치적 평형에 기초한 규칙과 규

범 그리고 관례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낳

았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결과는 19

세기 들어서면서 전쟁의 빈도와 범위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간과 폭력

성 또한 18세기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과는 18세기의 방식에 의하자면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와 위기가 19세기의 방식을 따르

면서 평화롭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이다. 국제 외교의 장치라 할 수 있

는 동맹, 조약, 회의, 심지어는 외교 언어 자체의 형식과 의도에 있어

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제정치의 정신과 지향점도 공히 바뀌

었다. 18세기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던 목표가 19세기에는 금지되었

다. 한때 일상적으로 허용되거나 권해졌던 행동이 이제는 배척되었

다.……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은 이 시기 다른 어떠한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의 변화보다 국제

정치 영역에서 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프랑

스 혁명이나 소위 대서양 혁명 혹은 산업 혁명이나 나폴레옹 혁명 또

는 1830년 혁명이나 1848년 혁명처럼 많이 들어 익숙한 혁명에 버금

가는 일이 국제정치 영역에서 일어났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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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시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기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남용과 오용도 덜 되었을 뿐만 아니

라 감정이 과도하게 실리지도 않아서 더 엄밀하고 유용하리라 본다

(Schroeder	1994a, vii-viii).  

본래 옥스퍼드 근대 유럽사 총서 기획 위원회는 프랑스 혁명

을 기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슈뢰더는 나폴레옹 전쟁이 종식될 무

렵 일어난 유럽 국제정치 사고에 있어서의 변화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기 위해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을 자신의 논의의 시작으로 

삼는다. 

다른 혁명에 묻혀 “구 질서의 복원” 혹은 “세력 균형의 복구” 

아니면 “반동과 억압의 시대”로만 치부되었던 빈 체제의 성립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슈뢰더의 또 다른 목적은 “국제정

치를 이 시기 유럽사 연구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오는 데 있다.” 슈

뢰더는 그러나 레오폴드 폰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

의 “외교 정책 우선론(Primat	der	Außenpolitik)”의 부활에는 난색

을 표한다. 슈뢰더는 국제정치의 향방은 국내정치의 향방에 따라 

쉽사리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되풀이하여 강조하지만, 국가 간의 

갈등이 “변화와 진보의 주된 동력”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당

연히 국제정치는 인간의 집합적인 노력의 다른 여러 부분과 뒤엉

켜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여타의 요소와 동등히 독립

된 요소로 나름의 방식에 의거해 역사를 이룬다.” “따라서 국제정

치는 사회의 다른 체제나 구조의 종속 변수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

며 나름의 체제와 구조의 관점에서 먼저 이해되고 접근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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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제정치의 자율성(autonomy	of	international	politics)”은 

국제정치의 구조로서 국제 체제로부터 도출되며, 이에 슈뢰더는 

피셔의 국내정치 우선론과 랑케의 외교 정책 우선론을 너머 국제 

체제 우선론을 제창한다(Schroeder	1987b, 106-107; 1993b, 132-

134; 1994a, ix; 1997a, 267-268; Ranke	1950, 1981; Simms	2002a, 

2002b, 2003, 2007, 2008, 2013; Mulligan	and	Simms	2010).  

이로써 슈뢰더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 아날학파 역사가

들(Annalistes), 그리고 빌레펠트 사회사가들(Bielefeld	Gesell-

schaftgeschichtlers)로부터 “역사와 사회를 이끄는 진정한 동력”을 

무시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피상적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다

고 지난 반세기에 걸쳐 무차별 공격을 받은 전통적인 외교사 연구

를 변혁하고자 한다. 달리 말해, 슈뢰더에게 국제관계사는 국제 체

제의 속성과 이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슈

뢰더는 이러한 자신의 연구를 아날학파의 용어를 빌려 “장기 지속 

국제관계사(international	histoire	de	longue	durée)”라 명명한다. 

풀이하자면, 전통적인 외교사가 “개인적 시간(temps	individuel)”

을 다루는 “사건사(histoire	événementielle)”였다면, 슈뢰더

의 이전 연구는 “사회적 시간(temps	social)”을 다루는 “국면사

(conjuntures)”였으며, 이제 슈뢰더는 “지리적 시간(temps	geo-

graphique)”을 다루는 “장기 지속사(histore	de	longue	durée)”에 

착목한다(Schroeder	1972a, 514, n. 10; 1994a, ix-x; 2000, 246-247, 

257-282; Organski	1968; Rosecrance	1962, 1986).  

정리하자면, 『유럽 정치의 전환』은 나폴레옹 전쟁 전후 국제

정치 상황을 다룬 단순한 외교사 연구가 아니다. 『유럽 정치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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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 30년 전쟁을 전후로 하여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 근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의 구조적 속성의 형성과 변화의 장구한 과정을 탐

구하고 주요한 성취를 조명하고자 하는 지극히 야심 찬 기획이다.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견

제와 균형만을 논하고 있는 전통적인 외교사 연구의 관점을 극복

해야만 한다고 열변을 토한 지 20여 년 만이었다(Schroeder	1997a, 

267-284; 2002, 323-332; Beales	1996; Simms	1994).   

『유럽 정치의 전환』이 독립된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사실은 따라서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다. 1763년부터 1812년

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전권은 “18세기 정치의 파멸”이라는 부제

를 지니며, “19세기 체제의 건설”이라는 부제가 붙은 후권은 1812

년부터 1848년에 이르는 나머지 시기를 다룬다(Schroeder	1994a, 

xv-xviii). 

전권은 나폴레옹 제국의 탄생과 함께 한계에 봉착하는 18세기 

세력 균형 체제를 고찰한다. 논의에 앞서 세력 균형 체제의 속성에 

대한 슈뢰더의 견해를 상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력 균형은, 슈뢰

더에 따르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세력 균형 체제하

에서 약소국은 “이웃에게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keeping	up	

with	the	Joneses)” “보상(compensations)”과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nothing	for	nothing)” “배상(indemnities)”의 대상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세력 균형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모두가 함께 세력 균형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 『유럽 정치의 전환』의 전권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두 부분으

로 나누어 보여준다. 앞부분은 약소국이 하나씩 사라지고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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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게 되는 파리 평화 조약에서 제2차 동맹 전쟁이 마무리되는 

40년이며, 뒷부분은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강대국마저 사라질 지경

에 처하는 아미엥 조약(Treaty	of	Amiens)에서 러시아 침공까지의 

10년이다(Schroeder	1994a, 7; Ingrao	1994).  

전권과 관련되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당연 논의의 출발이 

1789년이 아닌 1763년이라는 데 있다. 빈 체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앞서 보았듯이, 1815년 이래 유럽의 평화를 나폴레옹에 

의해 파괴된 세력 균형의 회복으로 보며,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

는 증거로 7년 전쟁의 종식부터 프랑스 혁명 전쟁의 발발 사이의 

평화를 든다. 슈뢰더는 이에 대해 “1763년에서 1787년은 1815년

에서 1848년이 아니라 1919년에서 1939년과 유사하다”고 논박한

다(Schroeder	1994a, 5). 

문제의 뿌리는 누차 말하지만 서유럽이 아니라 중동부 유럽에 

있었다. 파리 조약으로 1688년 이래 지속된 영국과 프랑스의 쟁투

는 영국의 완승로 일단락되었지만, 1762년 프러시아와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Treaty	of	St. Petersburg)과 이듬해 프러시

아와 오스트리아의 후버투스부르크 조약(Treaty	of	Hubertusburg)

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급속한 팽창으로 폴란드와 오토

만 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양국의 운명

은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

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후 신성로마제국은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나머지 공국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러

시아에 대항한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동맹은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그리고 신성로마제국 내의 분란으로 인해 가능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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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프리드리히 2세의 제안에 따른 1772년 제1차 폴란드 분할은 

이에 “더 큰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7년 

전쟁 이후 유럽의 안정은 동유럽의 세 열강이 “힘없는 제3국을 무

참히 짓밟으며 팽창한” 덕분에 얻어졌다(Schroeder	1994a, 18-46). 

슈뢰더는 프랑스 혁명이 이러한 당시 국제정치 상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프랑스 혁명 전쟁은, 

슈뢰더가 볼 때, 이전의 전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혁명은 우연

히 발생한 일이었지만, 전쟁은 체제와 구조로부터 연유했다.” 프랑

스 혁명은 개혁의 실패로 초래된 사건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

이었지만, 프랑스 혁명 전쟁은 당시 국제정치의 속성에 따라 발생

한 사건으로 잠시 연기될 수는 있어도 결코 피할 수는 없는 일이

었다. “혁명은 처음부터 프랑스를 유럽의 다른 군주국에 맞서 싸

우도록 내몰지 않았다. 오히려 혁명 정부는 다른 열강을 뒤따라 아

직 남아 있는 유럽 국제 질서의 법적 토대와 이에 의존하고 있었던 

약소한 매개체를 노렸다.” 폴란드 다음은 독일 공국, 독일 공국 다

음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벨기에와 네덜란드 다음은 스위스와 이

탈리아 공국이었다. 당연 스위스와 이탈리아 공국 다음은 프러시

아와 오스트리아였다(Schroeder	1994a, 51-56, 73; Blanning, 1986, 

1996).  

제1차 동맹 전쟁은 프랑스 혁명에 맞선 구 체제의 전쟁이 절

대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을 전복할 목적으로 제1차 동맹 전쟁

에 뛰어든 나라는 없었다”. 프랑스 혁명은 혁명 정부가 인민 주권

(souveraineté	populaire)과 자연 국경(frontière	naturelle)을 내세

워 신성로마제국 내 권력 싸움에 이전보다 더 공공연히 간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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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로 인식되었으며, 이조차도 매

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슈뢰더는 제1차 동맹 전쟁이 5년 동안

이나 지속된 까닭은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배상을 원해서였다고 분석한다(Schroeder	

1994a, 67-83, 100, 115-117).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력 균형 체제의 민낯이 드러나

기 시작했다. 일련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동맹군의 계속된 저항은 

혁명 정부로 하여금 점차 서유럽 지역에 있어 프랑스의 패권 확립

이라는 전통적인 외교 목표조차 요원한 일이라고 판단하도록 만들

었으며, 급기야 혁명 정부는 이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외쳤

다. “현실 정치에 따른 판단이 극단적인 이상향주의를 초래했다.” 

전쟁이 혁명을 이끌었고, 혁명이 다시 전쟁을 이끌었다. 슈뢰더는 

특히 1783년 이래 영국의 반프랑스 정책이 프랑스를 이와 같은 고

립무원의 상태에 빠뜨렸다고 분석한다. 영국은 프랑스의 플랑드르 

점령을 자국과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자 취한 조치가 아니라 유

럽의 세력 균형 질서를 전복하려는 극히 불순한 시도로 규정했다. 

전쟁은 혁명군이 완전히 물러날 때 끝이 날 수 있었다(Schroeder	

1994a, 115-116, 158; 1999, 60-85). 

제1차 동맹 전쟁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온 프랑스와 영국 사이

의 쟁투는 전통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끝이 날 수 

없는 쟁투로 묘사되어 왔다. 반면 슈뢰더는 “양국 모두 자국이 어

떠한 평화를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데” 문

제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은 유럽을 놓고 싸웠지만 유럽

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을 희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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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었다.” 영국은 프랑스에 맞설 따름이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맞

설 따름이었다. 유럽의 평화에 대한 진중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었

다. 달리 말해, 세력 균형은 안보 위기를 낳았으며, 안보 위기는 무

력 정치를 조장했다(Schroeder	1994a, 117, 174-175, 244-245).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791년 3월 폴란드 혁명

과 같은 해 6월 바렌느 도주(Fuite	de	Varennes)로 인해 동서 양

편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린 레오폴드 2세(Leopold	II, 1747-

1792)는 나름대로 “18세기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국제 체제를 세

우고자” 노력했다. 레오폴드 2세는 프랑스 문제를 빌미로 폴란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레오폴드 2세는 우선 러시아의 패권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의 팽

창을 억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참여하는 폴란드 보

호령을 제안했다. 프리드리히 2세의 폴란드 분할이 18세기 세력 

균형의 전형이라면, 레오폴드 2세의 폴란드 보호령은 19세기 규

제 조약의 선구였다. 프랑스 문제는 3국 협상만 제대로 진행된다

면 원만히 해결되리라 레오폴드 2세는 확신했다. 빈 회의의 해결

책과 다를 바 없는 해결책이었다. 이에 슈뢰더는 메테르니히가 “일

련의 전쟁과 참상을 모두 치룬 후에야 정치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

었다면”, 레오폴드 2세는 한 세대 앞서 18세기 세력 균형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한 “위대한 정치가였다”고 극찬한다

(Schroeder	1994a, 88-89, 92). 

레오폴드 2세는 하지만 운이 없었다. 이듬해 레오폴드 2세

의 이른 죽음을 뒤따른 것은 프랑스 혁명 전쟁과 제2차 폴란드 분

할이었다. 오스트리아는 절망에 빠졌고, 프란시스 2세(Franci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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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1835)는 “어떻게 할 방도 없이” 무력 정치를 따라 돌파구

를 마련하고자 결심했다. 하지만 중동부 유럽의 통일을 통해 독일

과 유럽의 평화를 이루려는 프란시스 2세의 결정에 대해 슈뢰더는 

“잘못되고,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평한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오스트리아의 안녕은 결코 힘의 논리로 성취될 수 없었

다. “도둑을 잡기 위해 강도를 풀 수(à	corsaire, corsaire	et	demi)” 

없는, “도둑을 잡기 위해 소매치기를 풀어야(à	corsaire, demi-

corsaire)” 하는, 이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바로 18세기 후반 오스

트리아가 처한 상황이었다고 슈뢰더는 비유한다(Schroeder	1978, 

302-312; 1989a, 178-182; 1994a, 35, 110).   

영국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처한 오스트리아를 사지로 몰아

넣었다. 오스트리아만큼 영국도 프랑스를 저지하고자 했다. “하

지만 영국의 유럽 균형과 평화에 대한 사고는 반오스트리아적이

었다.” “안정된 세력 균형에 대한 영국의 사고의 골간은 프러시아

나 오스트리아 중 한 나라가 베네룩스 지역에서 프랑스를 견제하

는 것이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 대적하고자 오랫동안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바바리아와 교체하고자 시도했다. 베네

룩스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안보에 긴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따라

서 영국은 자국의 요청을 들어 싸우는 오스트리아에게 전비는 물

론이거니와 전후 협상에 있어 우선권을 주어야 했다. 하지만 영국

은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베네룩스 지역에서 싸워야만 

하며, 따라서 이에는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있을 수 없다고 우

겼다(Schroeder	1994a, 128-129, 139-145, 154-156, 160-162, 351; 

Blanning, 1977, 3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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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이 이끄는 혁명군의 이집트 원정과 이탈리아 정복으

로 잘 알려진 제2차 동맹 전쟁에 대한 슈뢰더의 논의의 초점 또한 

오스트리아에 있다. 무엇보다 슈뢰더는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정복

만큼 오스트리아의 안보를 근저에서부터 뒤흔든 사건으로 1798년 

나폴레옹의 스위스 점령을 꼽는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모든 열

강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스위스 다음은 남부 독일

이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래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세력 균형이 무력 정치로 쉽사리 흐르지 않

도록 막아주었던 신성로마제국의 법적 구조를 하나씩 허물어 왔

다. 이제 나폴레옹이 이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자 했다. 폴란드에 

이어 스위스가 먹히면서 오스트리아의 외피로 1648년 이래 안정

된 유럽 질서를 보장했던 기제가 모두 사라졌다(Schroeder	1994a, 

185-189).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베네룩스 지역에서 프

랑스에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압력을 가하

도록 요청했다. “오스트리아는 중동부 유럽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동맹국으로서 도와줄 것을 바

랐다면, 영국은 러시아가 동맹국으로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영국을 

도와” 중립을 선언한 프러시아 대신 오스트리아가 베네룩스 지역

에서 프랑스에 맞서 결사항전을 하도록 강제해주기를 원했다. 사

면초가에 몰린 프란시스 2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제2차 동

맹 전쟁은 1801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뤼네빌 조약(Treaty	of	

Lunéville)과 1802년 영국과 프랑스의 아미엥 조약으로 끝을 맺는

다(Schroeder	1994a,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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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는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제2차 동맹 전쟁의 결

과가 흠잡을 데 없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영국은 

바다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들어섰

다”. 유럽의 세력 균형이 진정으로 완성된 것이다. 모든 유럽의 열

강은 당연히 전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슈뢰더는 

만약 나폴레옹이 18세기 정치인답게 여기에서 만족하고 자제했다

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지속되는 정상적인 18세기 평화

의 초석이 마련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추론한다(Schroeder	1994a, 

213-215, 229). 

나폴레옹은 하지만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니었다. 나폴레옹에 

대한 슈뢰더의 평가는 가차 없다. “나폴레옹의 정치 이력 중 나폴

레옹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혹은 너무 막나가기 시작한 시점을 포

착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도된 시도다. 나폴레옹의 인생 자체와 정

치 이력 모두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너무 막나

갔다.” 전쟁은 일 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슈뢰더는 누차 “1802년 

이래 모든 전쟁은 나폴레옹의 전쟁”이라고 말한다. 두 번의 동맹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프랑스 혁명 전쟁은 당시 국제 체제의 속성

에 따라 발발했고 종식되었던 반면, 이후의 모든 전쟁은 나폴레옹

의 “영광을 향한 멈출 줄 모르는 열망” 때문에 일어났다(Schroeder	

1994a, 230, 284).  

1803년 시작된 제3차 동맹 전쟁은 2년뒤 1805년 아우스터리

츠 전투(Battle	of	Austerlitz)로 나폴레옹의 승리로 일단락된다. “나

폴레옹에게 평화는 언제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에 지나지 않았

다.” 프레스부르크 평화 조약(Peace	of	Pressburg)으로 제3차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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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난 지 일 년 만에 제4차 동맹 전쟁이 일어났으며, 다시 

틸지트 평화 조약(Peace	of	Tilsit)으로 제5차 동맹 전쟁이 끝난 지 

2년 만에 제5차 동맹 전쟁이 일어났다. 쇤브른 평화 조약(Peace	of	

Schönbrunn)으로 제5차 동맹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두 열강의 운

명은 이제는 지도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여러 약소국의 운명과 

다를 바 없었다(Schroeder	1994a, 289, 366-370). 

하지만 나폴레옹과 달리 메테르니히, 알렉산더 1세, 캐슬레이,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Friedrich	Wilhelm	III, 1770-1840)

는 “경험 속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

는 능력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1802년 이래 이들은 이전의 규칙

에 따라 당근과 채찍으로 나폴레옹을 다잡고자 희생과 양보를 다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은 세력 균형이 제로섬 게

임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조적 전환의 계기는 1806

년 베를린 칙령(Berlin	Decree)이 마련해주었다. 당연 슈뢰더의 해

석은 전통적인 해석과 다르다.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베를

린 칙령이 중요한 까닭은 영국에 맞서 프랑스가 경제적인 전쟁을 

선포했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가 동맹국과 중립국을 포함

한 모든 대륙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포했다는 점 

때문이다.” 달리 말해, 나폴레옹은 “유럽 밖에서가 아니라 유럽 안

에서 식민 제국을 건설하고자” 꿈꿨으며, 대륙 봉쇄령(Continental	

system)은 나폴레옹의 이러한 의지의 천명에 다름 아니었다. 나폴

레옹의 조치로 다섯 차례의 동맹 전쟁의 본질이 드러났다. 모두 프

랑스와 영국 그리고 러시아의 패권 다툼이었다. 동시에 나폴레옹

의 조치는 이러한 제로섬 게임이 더 이상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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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깨워 주었다(Schroeder	1994a, 289, 308-310, 383-388, 390-393).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바와는 달리 베를린 칙령의 궁극적인 결과는 모

든 유럽의 국민으로 하여금 프랑스가 자국의 독립과 안녕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이며, 프랑스의 속박을 벗어 내던지기 위해서는 영국과 러

시아를 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데 있지 않다. 미리 말하자

면, 이러한 변화는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뒤늦게 일어났을 뿐

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베를

린 칙령의 궁극적인 결과는 러시아인 일부와 극소수의 영국인으로 하

여금 생각을 고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 베를린 칙령

에 따른 경제적인 대결이 길어질수록, 나폴레옹은 프랑스가 모든 유

럽인이 굴복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점을 더욱 선명히 알려주었으

며, 이에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과 영국인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유럽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따라서 결국 

벌어진 일은 모든 유럽의 국민이 나폴레옹을 물리치기 위해 러시아와 

영국을 도운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패배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영국이 

유럽이 된 것이다(Schroeder	1994a, 310). 

정리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국제정치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굳이 찾고자 한다면 슈뢰더는 무엇보다 나폴레옹을 권좌에 앉혔다

는 데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으로 인해 국제정치의 영

역에서도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진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노상 강도의 폭행으로 

기억을 되찾은 기억 상실증 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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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에게 감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베를린 칙령 이후 러시

아와 영국의 인식 변화를 “나폴레옹 혁명(Napoleonic	Revolution)”

이라 정의 내리며 슈뢰더는 『유럽 정치의 전환』의 전권을 마무리

한다(Schroeder	1994a, 291-294, 371-374, 394-395, 440-441, 570-

580; Blanning	1994). 

『유럽 정치의 전환』의 후권은 1812년 러시아 침공에서부터 

1848년 혁명까지의 시기를 살핀다. 논의의 중심된 주제는 당연 나

폴레옹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유럽 협조 체제이다. 우선 슈뢰더

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의 실패와 곧이은 제6차 동맹의 형성

을 “나폴레옹 제국의 종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유럽 국제정치

의 새로운 초석을 찾고자 하는 첫 시도가 무산되는” 과정으로 묘

사한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슈뢰더에 따르면, “어떠한 명

확한 정치적 목표도……어떠한 정치적 전략도 없이” 감행되었기

에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할 것은 

제6차 동맹이 결성되는 과정이라고 슈뢰더는 강조한다(Schroeder	

1994a, 445, 446, 448).  

우선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당시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

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이기길 원했다. 나폴레옹은 사실 이기

는 것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었다”. “영국도 전쟁에서 이기길 원

했다. 이는 여전히 영국 나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의된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일반적인 평화를 위해서였다”. 

“러시아와 프러시아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륙의 평화를 위

해서 전쟁에서 이기길 원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평화를, 전쟁

이 끝나기를 원했다”.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입장의 근저에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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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깔려 있었다”(Schroeder	

1994a, 460).  

당연 오스트리아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다. 1812년 늦은 겨울

에서 1813년 이른 여름 메테르니히는 프랑스와 칼리쉬 조약(Treaty	

of	Kalish)으로 동맹을 맺은 프러시아와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프랑스와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각자의 넘

어설 수 없는 국경인 라인 강과 비스툴라 강으로 물러서고”, 그 사

이를 “독립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지닌 오스트리

아와 프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독일로 구성된 독립된 매개체로” 메

꾸고자, 더 나아가 이를 “무력이 아니라 설득과 합의에 의해” 이루

고자 한 메테르니히의 중재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나폴레옹

은 평화를 원하지 않았으며”, 프러시아와 러시아는 전쟁에서의 승

리를 우선 원했다. 간단히 말해, “메테르니히는 시대를 너무나 앞

서서 나갔고, 나폴레옹은 시대에 너무나 뒤처져 있었다”(Schroeder	

1994a, 460-461, 467-469, 470-471). 

다행히 메테르니히의 노력은 얼마지나지 않아 라이헨바흐 조

약(Treaty	of	Reichenbach)으로 열매를 맺는다. “라이헨바흐 조약

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 대륙에서 군사적인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또는 군사적인 승리에 기초한 평화만을 고집하는 주요한 지도자는 

나폴레옹밖에 없었다”. 특히 동유럽의 세 열강은 이제 평화를 원

했다. 또한 동유럽의 세 열강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서로 도와야만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Schroeder	1994a, 473). 

슈뢰더는 라이헨바흐 조약의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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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 문제와 관련되어 동유럽의 세 열강 간의 적당한 수준의 협

력이 항구적인 평화의 열쇠라는 바로 이러한 통찰의 공유는 각자의 

망상으로 가득찬 파괴적인 과거와의 중대한 단절이었다. 동유럽의 

세 열강은 정말로 많이 깨우쳤다. 모든 동맹국은 처음부터 프랑스를 

각자의 안보를 위협하는 유일한 요소로 간주하고 프랑스 혁명 전쟁

과 나폴레옹 전쟁에 임했다. 프랑스만 제거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될 터라 믿었다. 대부분의 열강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긴박한 국제정치 상황과 전쟁으

로 인해 어쩔 도리 없이 이를 옳다고 믿고 싸웠다. 바로 이러한 견고

한 자기 기만의 고삐가 이제야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동유럽의 세 

열강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동맹국 사이의 영속적인 협력이 동맹의 목표와 목적의 

주가 되었다. 평화는 프랑스를 패배시키고……세력 균형에 따라 프

랑스를 제어하는 데 있지 않고 동맹의 보호 아래 중동부 유럽의 평형

과 안정을 되찾는 데 있었다(Schroeder	1994a, 473).  

슈뢰더는 하지만 제6차 동맹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네 열강

이 협력의 중요성을 알아내었기에 성공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

지 않는다. 제6차 동맹은 “상호 호의가 아니라 분별 있고 현실적으

로 가능한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동맹국 간에 있었기” 때

문에 와해되지 않았다. 쇼몽 조약은 지난 전쟁 동안 메테르니히를 

위시한 유럽의 네 지도자가 무엇을 배웠는지 잘 알려주고 있었다. 

“유럽은 설령 힘과 책임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

더라도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리고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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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주권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나라는 한편으로는 힘의 

균형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와 법 그리고 도덕과 합의에 의

해 보호받는다.” 당연히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

는 나폴레옹은 쇼몽 조약을 거부했으며, 한 달 뒤 퐁텐블로 조약에 

따라 엘바 섬으로 보내졌다. 나폴레옹 전쟁은 이로써 공식적으로 

끝을 맺는다(Schroeder	1994a, 477, 504). 

빈 회의에 대한 논의에 있어 슈뢰더는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의 패권을 양분

한 양국의 도움 없이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새로운 

질서는 가능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이전의 팽창

주의를 그리고 영국이 이전의 고립주의를 포기할 때에만 나폴레

옹 혁명에 따른 구조적 전환은 완성될 수 있었다. 물론 워털루 전

투(Battle	of	Waterloo) 이후 프랑스의 변화된 대외 인식도 이에 일

조했다. “프랑스는 1918년 이후 독일과 달랐다”.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érigord, 1754-1838)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를 압박하고 영국과 대양에서 겨루는 

이전의 정책을 포기했다(Schroeder	1994a, 515-522, 548-559).  

일반적으로 이전의 세력 균형 체제의 회복으로 다루어지는 파

리 평화 조약의 핵심된 내용에 대한 슈뢰더의 해석을 정리해보자

면 아래와 같다. 

(1) 폴란드와 색스니 문제: “폴란드와 색스니 문제의 핵심은 

유럽에 독립된 중심부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폴란

드와 색스니 문제는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문제였으며, 곧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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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였다. “합스부르크 군주정은 하지만 정상적인 열강이 아니었

다.” 통합 독일은 불가능했다.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는 오스트리

아의 안정이 있어야 했으며, 이는 현상유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러한 생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적인 생각이었으며, 메테르

니히는 이러한 생각을 했기에 진정한 유럽의 정치가였다”. 

무엇보다 먼저 억제되어야 했던 것은 러시아의 폴란드에 대한 

야욕과 프러시아의 색스니에 대한 야욕이었다. 오스트리아에게 폴

란드와 색스니는 각기 러시아와 프러시아와의 관계를 완화시켜주

는 매개체였다. 물론 알렉산더 1세는 메테르니히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폴란드를 자신의 통치를 받는 독립된 왕국으로 만드는 데 성

공한다. 하지만 알렉산더 1세는 곧 이로 인해 캐슬레이는 물론이거

니와 탈레랑까지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색스니 문제에 있어 메

테르니히를 돕기로 한다. 궁지에 몰린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색

스니의 상당 부분을 독립된 국가로 남겨 두는 영국의 조정안을 수

용한다.  

슈뢰더는 특히 색스니 문제가 “치킨 게임(game	of	Chicken)”

도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도 아닌 “패권의 선량한 사용”

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유럽의 질서를 위해 러시아는 프러

시아를, 영국은 오스트리아를 묶어 두었으며, 프러시아와 오스트

리아는 유럽의 질서를 위해 한발씩 물러났다. 물론 폴란드와 색스

니의 막대한 희생이 있었지만 러시아와 영국은 자제했고, 오스트

리아와 프러시아는 영국과 러시아에 의한 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

다. “세력 균형으로 돌아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로 모

두가 조금씩 양보했다”(Schroeder	1994a, 527-528, 53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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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문제: 슈뢰더는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와 프러시아를 포함한 독일이 통일된 열강이 되어서도 무정부 상

태로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1815년 탄생한 독일 연합은 

이러한 점에서 이상에 가까웠다. 독일 연합은 38개의 공국과 자유 

도시의 느슨한 방어 동맹이었지만, 혼란의 예방과 결속을 위해 오

스트리아의 지도를 받도록 되었다. 하지만 북부 지역과 관련된 일

의 경우 프러시아의 협조를 먼저 구하도록 되었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힘뿐만 아니라 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 연합도 힘

의 질서(Machtordnung)뿐만 아니라 법의 질서(Rechtsordnung)에 

기초했다.” 

물론 메테르니히는 독일을 양분하고자 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색스니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메테르니히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를 적대하

지 않았다.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 1717-1780)와는 달리 메

테르니히는 프러시아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했다. 마찬가지

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도 프리드리히 2세와는 달리 만족할 줄 

알았다.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영국도 독일 문제

의 해결에 일조했다. 캐슬레이는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라

인란트를 둘러싼 갈등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반

면 알렉산더 1세는 독일 문제에 있어 오스트리아의 주도권을 인정

했으며 이에 예속국인 뷔르템베르크와 바바리아의 도움 요청에 응

하지 않았다(Schroeder	1994a, 539, 541, 544, 5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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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문제: 탄생한 지 15년 만인 1830년 벨기에 혁명

으로 둘로 쪼개지는 네덜란드 왕국은 오랫동안 빈 체제의 반동적

이고 미봉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예로 언급되어 왔다. 네덜란드 왕

국은 효과적으로 프랑스를 견제하는 군사적인 장벽으로서 구실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 지역을 제대로 통합하지도 못했다. 하

지만 슈뢰더는 네덜란드 왕국의 탄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오히

려 놀라운 성공”이라 단언한다. 수세기 동안 베네룩스 지역은 스페

인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야망이 표출되는 “유럽의 싸움

터”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베네룩스 지역은 “이와 같은 파괴적인 

세력 균형의 경쟁에서 절연되었으며 정치적 평형의 요소로 전환되

었다.” 이제 네덜란드 왕국은 “열강을 나누고 이어주는 매개체로

서 어느 한 열강에 의해서도 열강 간의 결합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 유럽의 중심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다. 네덜란드 왕국의 

탄생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 영국은 네덜란드 왕국을 지배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인접한 다른 어느 열강도 마찬가지였다. 1830년 벨

기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유럽의 열강은 “매개체로서 베네룩

스 지역의 국제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협력했다”(Schroeder	1994a, 

563-564, 670-694).  

(4) 이탈리아 문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이탈리아에 관

한 빈 회의의 결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슈뢰더는 인정한다. 이

탈리아의 관리는 오스트리아에게 맡겨졌다. 롬바르디와 베네치아

는 오스트리아의 소유가 되었으며, 나폴리마저 오스트리아가 관할

하도록 조치되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매개 지역”이

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지도 아래 놓였다. 하지만 독일 문제는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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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가 프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독일 국가와 협력을 해야만 하

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면, 이탈리아 문제는 오스트리아를 프랑스

와 러시아로부터 방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이에 슈뢰더는 

“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빈 회의의 해결책은 18세기 정치를 넘어서

지 못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세력 균형에 따른 해결의 훌륭한 예

였다”라고 정리한다(Schroeder	1994a, 570). 

(5) 미국과 오토만 제국 문제: 빈 회의에서 미국과 오토만 제

국의 문제는 영국과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슈뢰더는 영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상당히 자제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러시아는 오토만 제국의 영토

와 독립을 보장했으며 이로써 폴란드 문제와 관련되어 저지른 실

수를 만회하고자 했다. 이에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오토만 제

국을 논의에서 제외하는 데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음

으로 영국은 패전국 미국에 대한 어떠한 징벌적 조치도 거부했다.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부터 시작된 아메리카 대륙을 둘

러싼 유럽의 열강 간의 쟁투는 이로써 완전히 종식되었다. “빈 회

의는 유럽 밖에서의 분쟁이 유럽 안에서의 분쟁으로 번지는 사태

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분리는 파쇼다 사건(Fashoda	crisis)

이 터지는 1898년까지 지속된다(Schroeder	1994a, 573-575).    

요약하자면,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은 “짧은 시간

에 전쟁과 평화의 끝없는 반복을 초래하며 한 세대의 지도자 집단

으로 하여금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당연히 역으로 

“만약 이러한 학습의 과정이 1814년 이전에 동맹국의 승리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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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다면 어떠한 안정된 평화 체제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전

의 자기파괴적인 국제정치의 법칙과 행태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알맞은 시간과 계속된 실패에 운이 따랐고”, 이 덕분에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의 네 열강은 이전 세력 균형 체제의 문제를 “간파했

고 지혜를 터득했다.” 특히 러시아와 영국은 7년 전쟁 이후 급속

히 파괴되었던 매개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각기 자제했고 개입했

다. 중동부 유럽을 정치적 평형에 맞추어 되살려 놓은 빈 회의의 

결정은 이러한 패권의 선량한 사용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로부터 가장 덕을 많이 본 나라는 오스트리아였지만, 다른 나

라가 아니라 바로 오스트리아였기에 유럽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

었다(Schroeder	1990e, 15-21; 1994a, 527, 578, 580-581; 2000, 245-

246).  

1815년 이후를 다루는 책의 나머지는 빈 체제의 작동을 유럽

과 근동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우선 유럽과 관련되어 슈

뢰더는 메테르니히 체제와 빈 체제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논의

를 진행한다. 여기서 슈뢰더의 주된 비판 대상은 키신저의 『복원

된 세계』로 대표되는 근래 수정주의 해석이다. 후자는, 앞서 정리

한 바와 같이, 빈 체제를 프랑스 혁명에 따른 변화의 요구를 무참

히 짓밟고 구 체제의 영속을 꾀한 반동으로 규정하고 메테르니히 

체제에 종속시킨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이에 따르

면 빈 체제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보를 희생했지만 질서와 평화

를 복구했기에” 긍정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슈

뢰더는 1815년 이후 대륙의 열강의 지배 세력이 “혁명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평화를 추구했다”라는 일반적인 이해는 “사실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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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기에 오히려 근저에 있는 진실과 통찰을 가리고 연구자로 하

여금 더 깊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에 뻔한 거짓말이나 말

도 안 되는 왜곡보다 종종 더 해로운 역사의 일보직전의 성과(near	

miss)중 하나”라고 비판한다. 1815년 이후 유럽의 질서에 대한 모

든 논의의 초점은 메테르니히 체제가 아니라 빈 체제에 있어야 한

다(Schroeder	1994a, 575-576, 666, 802; 1994c, 148, n. 84). 

슈뢰더의 논지를 시기순으로 보자면, 첫째, 빈 회의 당시 프랑

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민중의 요구는 매우 미약했다. 왕정 복고를 

위해 혁명 정신을 억누를 필요조차 없었다. 둘째, 빈 회의 다음 5

년은 “복고의 시대”가 아니라 “회복의 시대”였다. 빈 체제는 모든 

유럽의 나라로 하여금 외치가 아니라 내치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1820년 이래 유럽 전역에서 터진 크고 작은 내란은 빈 

체제의 억압이 아니라 개혁의 실패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넷

째, “빈 회의 이후 시대의 눈에 띄는 특징은 민중 반란을 근절할 목

적으로 연합한 보수주의 정부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냉혹이 아니

라”, “대부분의 정부가 보여준 방종과 비효율성이다.” “모든 유럽

의 군주는 자신의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사

용하기를 극도로 꺼려했다”. 1848년 혁명의 시작도 이와 같았다. 

다섯째, 메테르니히 체제가 실용주의에서 반동주의로 본격적으로 

이행된 기점은 1848년 혁명의 충격 속에서였다(Schroeder	1994a, 

577, 586-628, 666-726; 1962a, 237-266).

정리하자면, 슈뢰더에 따르면, 당시 유럽의 지배 세력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또 다른 혁명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발발이었다. 

혁명을 막기 위해 평화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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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모두 평화를 원했기에 모두 오스트리아

를 도왔다. 프랑스는 1820년대 초반 스페인에서, 러시아는 1820

년대 중반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1830년대 초반 폴란드에서, 

영국은 1830년대 초반 벨기에에서, 프러시아는 1830년대 초반 독

일에서 혁명의 방지가 아니라 평화의 유지를 위해 오스트리아와 

협력했다.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의 지위와 역할은 의문시되지 않았

으며, 이에 슈뢰더는 유럽은 오랫동안 안정될 수 있었다고 결론 내

린다(Schroeder	1994a, 606-628, 637-664, 691-709, 712-716).  

반면 근동 지역에서의 위기는 매우 달랐다. 하지만 슈뢰더는 

동방 문제의 원인을 1825년 알렉산더 1세에 이어 즉위한 니콜라

스 1세의 남하 정책에서 찾는 일반적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1815년 영토 팽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근동 지역

에서의 러시아의 패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끝까지 지키고

자 했던 전자와 비교해 볼 때 후자는 분명 공격적이었다. 알렉산더 

1세는 1821년 오토만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시작된 그리

스 독립 전쟁에 따른 혼란을 이용하지 않았다. “유럽의 동맹을 구

하기 위해” 알렉산더 1세는 오히려 “근동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이 올라갈 

위험조차 감수했다”. 반면 니콜라스 1세는 즉위 3년 만에 터진 오

토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다뉴브 강 하구를 획득하여 흑

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실망스러운 성과였으며, 슈뢰더는 이를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각기 맺고 있었던 규제 동맹 때문이

라 분석한다(Schroeder	1994a, 621, 660, 662-663, 656-660,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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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2년 후인 1831년 제1차 이집트-오토만 전쟁을 기점으

로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1839년 제2차 이집트-오토만 전쟁을 

거치며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으며 12년 후 크림 전쟁을 

예고한다. 두 전쟁은 모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오토만 제국

의 파샤 모하메드 알리(Mohamed	Ali, 1769-1849)가 술탄 마무드 2

세(Mahmud	II, 1789-1939)의 지배에 도전하면서 개시되었다. 자신

의 지배권을 공고히 다지고자 마무드 2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러시

아와 영국에게 차례로 도움을 청하면서 오토만 제국의 내전은 유

럽의 문제로 발전된다(Schroeder	1994a, 728-729, 736-737). 

누차 슈뢰더는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열강 모두가 오토만 

제국의 붕괴에 따른 혼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며, 

따라서 갈등은 오토만 제국의 구제 방법을 둘러싼 각국의 견해 차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한다. 빈 체제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

결책은 메테르니히의 것이었다. 메테르니히는 근동 지역의 패권국

으로서 지위를 확실히 인정받고자 하는 니콜라스 1세를 규제 동맹

으로 묶어 두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을 절실

히 필요로 했다. 물론 이는 빈 체제 자체에 대한 메테르니히의 신

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근동 지역에 있어서 물리적인 충돌은 인접

국인 오스트리아를 제일 먼저 위협할 것이며, 만약 이에 적극적으

로 대응할 경우 중동부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을 받으며 오스트리

아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메테르니히는 판단했다. 반

면 빈 체제하에서 가장 좋지 않은 해결책은 팔머스톤의 것이었다. 

팔머스톤은 역시 오토만 제국을 구하고 근동 지역의 안정을 되찾

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목표에 있어

5안두환5.indd   265 14. 5. 9.   오후 12:39



266

서 메테르니히의 제안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팔머스톤은 시

종일관 메테르니히와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영

국,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 보았듯이, 슈뢰더가 볼 때, 동방 문제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Schroeder	1994a, 660, 729-730, 739). 

팔머스톤의 집권하 영국의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제1차 이집트-오토만 전쟁에 영국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

았다. 니콜라스 1세만 마무드 2세의 요청으로 함대를 파견했다. 이

에 위협을 느낀 메테르니히는 신성 동맹으로 니콜라스 1세를 묶고

자 했으며, 뮌헨그라츠 협약(Convention	of	Münchengrätz)을 통해 

향후 행동에 있어서 협의를 확약받는 데 성공했다. 팔머스톤은 메

테르니히의 온건한 태도가 니콜라스 1세의 팽창 야욕을 부추겼다

고 믿었다. 러시아의 패권이 확연히 강화되었다고 판단한 팔머스

톤은 6년 후 제2차 이집트-오토만 전쟁에는 마무드 2세가 도움을 

청하자 즉시 개입한다. 하지만 전쟁 초기 팔머스톤에 맞선 이는 니

콜라스 1세가 아니라 1830년 7월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루이 필

립 1세(Louis	Philippe	I, 1773-1850)였다. 근동 지역에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이를 통해 빈 체제하에서 프랑스의 영

향력을 확대하고자 한 루이 필립 1세가 모하메드를 돕고자 나섰던 

것이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니콜라스 1세는 팔머스톤

에게 접근했고, 팔머스톤은 루이 필립 1세와의 협상을 접고 니콜라

스 1세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며 앞서의 입장을 번복한다. 이에 가

장 놀란 이는, 팔머스톤과 루이 필립 1세가 화해할 수만 있다면 이

를 통해 니콜라스 1세를 제어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던 메

테르니히였다. 제2차 이집트-오토만 전쟁의 승자는 당연 니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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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였다.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뛰어든 영국이 오히려 러시아의 팽

창을 도왔던 것이다(Schroeder	1994a, 660-670, 728, 730-733, 735-

737, 738-741, 752-755). 

팔머스톤과 함께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갔

다. 팔머스톤은, 웹스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스트리아의 입장

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에 빈 체제를 근저에서부터 흔들어 

놓았다. 1841년 근동 지역에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던 메

테르니히는 1848년 유럽에서의 충격으로 권좌에서 물러난다. 『오

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 보았듯이 희망은 분명 있

었지만 이 또한 팔머스톤의 영국이 무참히 짓밟았다(Schroeder	

1994a, 801-803; 1972a, 368-427; Webster	1951)

마무리하자면, 옥스퍼드 근대 유럽사 총서의 첫 시기를 다루

는 『유럽 정치의 전환』은 전통적인 구분인 1789년이 아닌 1763년

을 시작으로 잡았다. 슈뢰더는 이를 통해 프랑스 혁명의 드높은 이

상 앞에 초라히 쓰려져 있던 빈 회의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다. 진

정한 혁명은, 슈뢰더에 따르면, 부르봉 왕조가 아니라 세력 균형에 

맞서 일어났다. 나폴레옹에 의해 세력 균형의 파괴적인 본질이 낱

낱이 밝혀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유럽의 

질서는 정치적 평형의 기준에 따라 재편되었다. 국제정치의 역사

는 이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진보하는 역사였다. 물론 빈 체제

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혼란의 주범은 “국제 체

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란 무엇

일까” 묻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체제를 이용

하고자” 했던 팔머스톤이었다. 하지만 『유럽 정치의 전환』의 마지

5안두환5.indd   267 14. 5. 9.   오후 12:39



268

막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장식되어 있다. “1815년 국제정치를 비

추기 시작한 빛은 짧고 일정치 않았으며 냉랭했다. 이 빛을 뒤따른 

것은 긴 황혼과 그보다 더 긴 매섭게 추운 밤이었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하여 1815년을 거짓된 여명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815년은 새로운 아침을 알렸고, 또 다른 새로운 아침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보다 더 옥스퍼드 근대 유럽사 총서의 취지

에 부합하는 문구는 없을 것이다(Schroeder	1994a, 734-735, n. 25, 

802, 804; 2004a).  

VI	 결어

테일러의 『유럽 제패를 위한 쟁투』가 출판된 1954년 목사직을 그

만두고 역사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슈뢰더는 40년이 지난 1994

년 『유럽 정치의 전환』을 출판하면서 역사학자로서의 삶을 정리한

다. 이 40년 동안 슈뢰더는 4권의 논저와 60여 편의 논문을 쏟아내

며 기염을 토했다. 

역사학자로서 슈뢰더의 진가는 무엇보다 역사가 “학습의 과

정”이라는 너무나 자명하지만 잊혀진 진리를 비관론자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관계를 공략함으로써 일깨워주었다

는 데 있다. “국제정치의 역사는 아무런 변화 없이 끝없이 반복되

는 힘의 대결의 역사 혹은 세력 균형의 변덕스러운 놀이의 역사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역사는 점점 더 복잡미묘해지는 동시에 문

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세우는 능력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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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적인 제도 변화의 역사이다.” 오랫동안 유럽의 질서를 뒤흔든 

주요한 혼란의 핵으로 지목되어 온 오스트리아를 논의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슈뢰더는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정

치의 영역에서도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

다(Schroeder	1994a, xiii). 

『유럽 정치의 전환』의 출판을 앞둔 1993년 슈뢰더는 “국제정

치사에도 희망과 목적이 있다는” 자신의 궁극적인 믿음을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

의 “상가적 선형 사고(linear-additive	thinking)”와 “간접적 체제 

사고(indirect-sytemic	thinking)”에 대한 논의를 빌려 풀이한다. 정

치적으로 볼 때, 전자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태

도를, 후자는 장기적인 이익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의미

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전자는 18세기 세력 균형에, 후자는 19세

기 협조 외교에 해당된다. 『유럽 정치의 전환』으로 집대성되는 슈

뢰더의 지난 반세기에 걸친 공부는 상가적 선형 사고에서 간접적 

체제 사고로의 이행이 분명 옳지만 결코 녹록치 않은 배움의 과정

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Schroeder	1994a, xiii, 

1993c, 47-70; Jervis	1993, 25-46; 1987, 29-91; Scott	1994, 663-680). 

슈뢰더는 자신의 연구를 유럽 정치 사고의 전환에 관한 연구

라 규정한다.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언어의 구조와 문

법 그리고 규칙의” 변화를 지성사가가 탐구하듯이 슈뢰더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행동의 저변에 놓인 규칙과 이해의” 변화를 탐구하

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슈뢰더가 『유럽 정치의 전환』의 서문에

서 영국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마이클 오크숏(Michael	Oakesh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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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90)이 1975년 출판된 자신의 주저 『인간의 조건』에서 “시

민 결사체(civic	association)”를 구성하는 언어적 원칙으로서 체

제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Schroeder	1994a, vii; Oakeshott	1972).  

지난 2000년 이래 미국정치학회에서는 슈뢰더의 공헌을 기념

하여 매년 국제정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저술을 뽑아 수상하고 

있듯이 슈뢰더의 기여는 역사학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특

히 근대 유럽 외교사의 전통은 명백히 현대 국제정치학의 주류와 

대칭을 이루며, 이에 슈뢰더의 연구는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 

1924-2013)의 연구와 대조된다. 역으로 슈뢰더의 연구는 세력전이 

이론이나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혹은 구성주의나 인지 이론 등과 

조화를 이루며 여러 논쟁을 이끌고 있다(Schroeder	1977a; 1977b; 

1994a, xi, 803; 1994c; 2003; 2004b; 2010; Levy	1994). 

하지만 후자 또한 슈뢰더의 다음의 경고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상당수의 사회과학자는 “역사의 교훈과 통찰이 도처에 널

려 있어서 누구나 쉽사리 집어낼 수 있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정

하고 있기에” 마치 “도굴꾼이 유적을 둘러싸고 있는 당대 상황이

나 유적이 간직하고 있는 당대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팔아넘길 수 있는 쓸모 있는 유적만을 탈취하듯 역사를 다룬다”. 

“역사의 복잡하고 미묘한 본질을 우습게 보기에 이들은 역사를 제

대로 공부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

른다”(Schroeder	1994c, 148; 19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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