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와 

러시아의 對영국 수출무역 

박 지 배* 

18세기와 19세기 전반에 러시아는 대마， 아마， 수지(戰指)， 목재， 역청 n歷춤)， 

철， 마직(麻織) 등 중요한 선박 재료와 산업 원료를 영국으로 수출하였다. 러 · 

영 무역은 생산물의 판로(飯路)가 필요했던 러시아나， 값싸고 질 좋은 선박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영국 모두에게 중요하였고， 양국이 맺은 특 

별한 무역협정의 지원 아래，1) 18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2) 때 

로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러-영 무역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의 대영 

(對英) 수출， 또는 영국의 대러 수입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정치적인 문제들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좌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흑해 진출을 둘 

러싼 “1791년의 위기”는 러·영 관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영국의 부 

르주아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극렬히 반대하였다，3) 또한 1801년 3월23일에 

러시아의 황제 파벨(naBeJl)은 극단적인 반영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상품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1) 1734년과 1766년의 러·영 무역협정은 러시아 무역에서 영국인들의 특혜를 보장해 

주었다. nOJlHOe COÕpaHHe 3aKOHOB(이 하 nC3), T. 9, No. 6652; T. 17, No. 12682. 
2) 영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영 수출입 거래량은 1701-05년과 1796-1800 

년 사이에 파운드화로 약 13.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수 

치이다. ]. MacGregor(850), pp. 92-94 참고할 것. 한편 러시아의 저명한 경제사가 
미로노프(5. H. MHpOHOB)는 18세기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이 금화 루블로 26배 증가하 

였다고 언급하였고， 이는 물가상승을 포함한 수치이다. 그리고 미로노프의 계산에 

따르면 18세기에 러시아의 물가는 약 5배 증가하였다. 5. H. MHpoHOB(1991), c. 86 참 
고할 것. 이상의 수치들을 받아들이면 물가상승을 제거한 러시아 전체 해외무역은 

18세기 동안 5.2배 증가한 것이 되어， 13.2배 증가한 대영 무역의 증가속도에 훨씬 

못 미쳤다. 

3) A. M. CTaHHcJlaBcKa51(1957), CC.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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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금지시켰지만， 다음 날 궁정 쿠데타로 살해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알 

렉산드르 1세는 같은 해 3월26일에 수출금지 조치를 폐지하였다.4) 이렇듯 18 

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은 러시아와 영국의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어서， 여러 정치적인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꾸준 

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어 러·영 무역의 환경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러한 변화의 시발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1807년에 러시아는 프랑스에게 패함 

으로 틸지트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 조약에 따라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 

에 가담하게 되면서， 러·영 무역의 상황은 급격히 변하였던 것이다. 나폴레옹 

의 대륙봉쇄는 러·영 무역을 공식적으로 중단시켰고 이제 러시아는 자신의 

상품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영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으며， 영국 선박 

역시 러시아 상품을 얻기 위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되었다. 

대륙봉쇄기의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 

며， 대개 대륙봉쇄 전반에 관한 연구 속에서 러·영 수출무역이 부분적으로 언 

급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역사가들은 대륙봉쇄기에 영국과의 무역 단절로 인 

해 러시아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19세 기 중엽 에 사프로노프(A. C때pOHOB)는 구체 적 인 증거 를 제 시 하지 않 

고， 대륙봉쇄가 러시아의 해외무역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영국은 러시아의 곡물， 수지， 가죽， 대마， 아마， 아마 씨， 목재 없이는 지 

탱하기 힘들었으므로， 제3국을 통해 몇 배의 돈을 주고 그것들을 사야 했다고 

지적한다.5) 프레드테첸스키 (A. B. npe~TeqeHCKHR)는 주로 당대인의 증언을 사 

료로 이용 하였고， 대륙 봉쇄로 인해 러시아의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 지적하였지만， 또한 상당량의 러시아 상품이 밀무역을 통해 영국으로 수출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6) 한편 즐로트니코프(M. φ. 3JIOTHHKOB)는 처음으로 러시 

아 세관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대륙봉쇄기의 러시아 해외무역을 분석하였다. 

그는 대륙봉쇄기에도 러시아의 수출이 판로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고， 영국은 

밀수를 통해 러시아 상품을 얻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 

는지 밝히지는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영 수출무역의 중단이 러시아 해외무 

4) nC3., T. 26, No. 19775; T. 26, No. 19783. 본 논문에서는 원문에 율리우스력으로 표 
시된 날짜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5) A. C때pOHos(1854) ， CC. 5-6. 
6) A. B. npe/lT et!eHc때1l(1 931l， 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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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기 반면에 시로트킨 (B. r. CHpOTKHH) 

은 대영 무역의 중단이 러시아 해외무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파국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즐로트니코프 

가 러·영 밀수무역을 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립 

국 무역을 통해 숨통을 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8) 라트비아의 역사가 다로 

웬코(B. B. nOpOmeHKO)는 “유럽 어 수출량 보고서 (Be~OMOCTH 3KCnOpTa Ha eBpO 

neßCKHX .5I 3 b1KaX)"를 이용해 대륙봉쇄기에 리가의 9) 해외무역을 연구하였는데， 

리가의 수출은 1808년에 큰 침체를 겪었지만， 1809년부터 급격히 회복하여， 

대륙봉쇄기에도 19세기 초와 비교하여 곡물과 목재를 제외하고 수출량이 크 

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대륙봉쇄기에 미국의 역할이 급 

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영국은 리가의 수출무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 

였다 10) 포나센코프(E. H. nOHaCeHKOB)는 문제 제 기 의 성 격 을 띠 는 논문에 서 

1809년 이후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이 회복한 것을 주요 근거로 영국과의 무역 

단절이 러시아의 해외무역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11) 한편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M. S. Anderson)은 대륙봉쇄가 영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으며， 대륙봉쇄 기간에 영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큰 피해를 

입었고， 영국은 대마를 제외한 러시아 상품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 

다고 언급하였다.12) 

전반적으로 역사가들은 대륙봉쇄기에 공식적인 대영 수출의 단절이 러시아 

의 해외무역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 어려움의 정도에 있 

어서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사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무엇 

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주로 당대인의 증언과 법령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 

시아 세관 자료를 토대로 러시아의 전체 수출 혹은 리가의 전체 수출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영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을 

7) M. φ. 3J10THHKOB(1966) , CC. 290-291, 170, 355. 
8) B. r. CHPOTKHH(l969), c. 70. 
9) 러시아 군대는 북방전쟁의 와중인 1710년에 리가를 점령하였고， 1721년 전쟁을 종결 

짓는 니쉬타트 조약으로 리가를 포함한 발트지역을 공식적으로 병합하였다. B. C. 

TeJ1bnyxoBcKHll(1946), c. 164. 이후 리가의 해외무역 거래량은 러시아 전체 해외무 

역 거래량에 포함되었다. 

10) B. B. nopomeHKo(1979), CC. 26-28. 
11) E. H. nOHaceHKoB(2002), C. 136. 
12) M. S. Anderson(1967), pp. 7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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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은 대륙봉쇄기에 영국의 대응에 대 

한 영국 학자들의 연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 영국의 밀수무역과 중립 

국의 중개무역을 혼동하고 있으며 결국 러시아 무역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내 놓고 있다. 한편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 역시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을 검토하지 않고 전반적인 정황에 의존하여 영국이 러시아 상품 없이 

도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수출에 관한 연구에서 무엇보다 펼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러시아 상품이 

어느 정도 영국으로 수출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에서 대영 수출 

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영국은 어떻게 러시아 상품을 수입할 수 있었 

는지를 해명하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에 참여함으로 대영 

수출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1808-11년에 1) 대영 수출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2)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3)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밝힘으로 러시아의 대영 수출이 러시아와 영국에게 어느 정도로 중 

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에 관한 통계 자료들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남아있다. 1802년부터 발간된 러시아의 해외무역연감은 

1808-11년이 누락되어 있어 13) 역사가들은 다른 개별 보고서들에 주목하였다. 

아놀드(K. APHOJIbll)가 제시한 러시아의 전체 수출입 거래량에 대한 보고서 

와14) 니볼신 (r. HeÕOJICfIH)이 제시한 러시아의 상품별 전체 수출량이 15) 통계자 

료로 제시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주요 무역항인 페테르부르크와 리가， 그리고 

아르한겔스크의 “유럽 어 수출량 보고서 (BellOMOCTH 3KCnOpTa Ha eBpOneηCKHX 

JJ3bIKax)"가 남아 있어 러 시 아 상품들이 유럽 어 느 국가로 수출되 었는지 보여 

준다.16> 리가의 수출량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로웬코가 분석한 바 있지 

13) rOCYllapcTBeHHa~ BHemH~~ TOprOBJI~ B pa3HμX ee BHllax 3a 1802-1807 rr. 
14) K. ApHOJI버(1816) ， Ta6.3. 
15) r. He6oJIcHH(1835), lJ.l. TIpHJIO ll<eHHe. 
16) 페테르부르크 수출량 - Nation려 Archives of Sweden(이하 SNA), Kαruners-KollegiUffi 

Skrivelser från Konsuler St. Petersburg, 1807-1830; POCCI깨CKHß rOCYllapCTBeHH뼈 

HCTOpH'IeCK뼈 apXHB(이하 Pf1IA), φ. 994, On. 2, ll. 313, J1. 62-63; National Archives of 
United Kingdom(이하 UKNA). F065/48; F065/88, 91; 리가 수출량 - State 
Archives of Latvia(이 하 LSA), 4038 F. 2 Apr. 1074a L. 148-171 Lp.; 아르한겔스끄 
수출 량 Danish National Archives( 이 하 DNA), Kommercekollegiets. Rap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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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 나머지 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의 수출량 보고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언급한 자료들은 모두 러시아 세관 기록을 토대로 한 것들이며， 대륙봉쇄기 

의 대영 수출무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유일하게 러시아 상품들이 유럽 

어느 나라로 수출되었는지 보여주는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도 대륙봉쇄기에 

는 대영 수출을 누락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대 

영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령 러시아 상품들이 영국으로 수출되었 

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관 장부에는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 

아 자료들을 통해서 대륙봉쇄기에 대영 수출무역의 구체적인 동향을 살필 수 

는 없다. 대신 영국 세관 자료가 대러 수입 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18) 영국 자료는 상품별로 영국이 러시아 상품을 얼마만큼 수입하였는지 파 

운드화로 그리고 영국의 도량형 단위로 보여주고 있어， 대륙봉쇄기에 러시아 

의 대영 수출무역을 조망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카한(A. 

Kahan) , 카플란(H. H. Kaplan) 그리고 뉴만(J. Newman)이 18세기 영국 세관 

의 대러 무역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한 바 있지만，19) 19세기의 자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러시아의 대륙봉쇄 참여 

나폴레웅의 “대륙봉쇄체제”는 외형상 영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경제 제재(制載)였으나， 실제로는 영국을 유럽 대륙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 영 

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프랑스의 대외무역을 확장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가 

지고 있었다. 영국은 1786년에 8십 8만 2천 톤의 선박을 보유한 유럽 최강의 

해상 국가였고，20) 러시아 무역에 있어서도 이미 확고한 주도권을 잡고 있어， 

frå Konsulatet i Arkhangelsk. 

17) 대륙봉쇄기 리가의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는 그라스마니(1. Grasmane)가 먼저 이 
용하였으나， 대륙봉쇄와 관련하여 이 자료를 분석한 것은 다로웬코(B. B. nOpomeHKO) 
가 처음이었다. 11. 3. rpacMaHe(1968); B. B. nopomeHKo(1979). 

18) UKNA. CUST4, CUST14. 
19) A. Kahan (1985); J Newman(1985); H. H. Kaplan(1995). 
20) H. C. Johansen (199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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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엽에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협력하여 영국의 

주도를 막자고 약속하였던 것이다.21) 이러한 국제무역에서 영국의 우위는 프 

랑스의 해상무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해상무역의 확대 없이는 프랑스 

의 경제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외무대신 삼펜(J. B. 
Champagny)이 대륙봉쇄를 “영국의 독점으로부터 억압받는 모든 유럽의 이익 

을 위한 전쟁”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지만 22) “모든 유럽”이라는 외교 

적 수사를 “프랑스”로 바꾼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나폴레옹은 1806년 11 월21 일 “베를린 칙령 (Berlin Decree)"으로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를 공식화하였다. “베를린 칙령”은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에서 온 

선박들이 유럽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23) 칙령을 공포한 

나폴레옹에게는 자신의 문서상의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전 유럽의 

협조를 얻는 일이 남았다.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의 무역 금지가 

가져 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나폴레옹의 계획에 순순히 동의하기 힘든 상 

황이었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군사적 수단에 의지하여 자신의 계획을 관철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예나 전투(Battle of Jena) 

와 프리들란트(Friedland) 전투의 승리로 얻어진 틸지트 조약(Treaties of 

Tilsit)으로 영국의 산업과 함대에 핵심적인 원료를 공급하는 프러시아와 러시 

아를 자신의 펀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깅) 이러한 사태 전개 속에서 자신감 

을 얻은 나폴레옹은 1807년 12월 17일 “밀라노 칙령 (Milan Decree)"으로 대륙 

봉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밀라노 칙령”은 영국 세관에 관세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영국 선박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중립국 선박이 영국과 유럽 대륙을 

중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정) 나폴레옹이 추진한 “대륙봉쇄체제”의 

성패는 중립국을 통한 중개무역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기 때 

문이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는 영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사가 크루제 (F. Crouzet)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해외무역은 

1802-14년에 대륙봉쇄와 미국과의 대립으로 크게 쇠퇴하였다.26) 영국은 처음 

21) W. Kirchner.( I966), p. 135. 
22) F. E. Melvin(1919), p. 28. 
23) F. E. Melvin (1919), p. 7. 
24) F. E. Melvin(1919), pp. 17-18. 
25) F. E. Melvin(1919), p. 45를 참고할 것. 
26) F. Crouzet(1996), pp. 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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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프랑스의 대륙봉쇄에 대해 보복봉쇄로 맞섰으며， 1807년 9월3일에는 결 

정적으로 멘마크의 코펜하겐을 폭격하였다.낌) 영국의 이러한 코펜하겐 폭격은 

“신의 선물(Godsend)"이었다고 할 만큼， 나폴레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멘 

마크는 같은 해 9월30일에 프랑스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28) 이제 나폴 

레옹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자신의 대륙봉쇄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보복봉쇄를 하자는 입장도 있었으나， 이러한 보복 

정책이 프랑스와 그 동맹국에 대한 복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자신 역 

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영국 정부는 보복과 함께 프랑스의 

동맹국을 회유하여 무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다.29) 

한편 러시아는 1807년 6월 14일 프러시아의 프리들란트(Friedland)에서 프랑 

스에게 패함으로 같은 해 7월7일 릴지트에서 프랑스와 공수동맹을 맺게 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틸지트 조약(Treaty of Tilsit)"으로 러시아는 동맹국이 제 

안하는 조건으로 영국이 평화조약을 맺지 않을 경우， 영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선전포고를 해야 했다.30) 결국 이 조항에 따라 러시아는 1807년 11월5일에 영 

국과 국교를 단절하였고，31) l1월9일에 영국 선박과 상품에 대해 엠바고를 실 

시하였다，32) 러시아 항구에 정박 중인 영국 선박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서 

둘러 탈출하였다.11월10일에 크론슈타트(KpOHWTallT) 항에서 20척의 영국 상 

선이 도주하였으며， 11월 11일에서 11월 13일까지 리가에서 49척의 영국 선박이 

달아났다.33)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대영 대륙봉혜가 본격화 되었다. 

러시아의 대륙봉쇄 참여로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공식적인 무역 루트는 완 

전히 끊어졌다. 이로써 1807년에 “대륙봉쇄체제”는 발트해 거의 전 지역을 제 

어하게 되었으며， 스웨멘만이 예외로 남게 되었다.영) 스웨멘은 처음에 러 불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하였으나， 전쟁에서 패 

하고 1809년 9월 17일에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형식상 대영 봉쇄에 

가담하게 되었다.35) 스웨멘이 봉쇄에 가담함으로 영국 선박은 합법적으로는 

27) B. r. CJ.lPOTKJ.lH(1969), c. 68. 
28) R. Ruppentha](1943), pp. 9-10. 
29) A. Ryan(1962), pp. 124-126. 
30) M. φ. 3J10TH싸oB (1966) ， CC. 129-130. 
31) nC3., T. 29, No. 22653. 
32) nC3. , T. 29, No. 22664. 
33) M. φ. 3J10THJ.lKoB(1966), CC. 137-138. 
34) M. Kukie](193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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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척도 발트해 연안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되었다.36) 

러시아는 1807년 10월말부터 1812년 8월초까지 약 5년 간 대륙봉쇄에 참여 

함으로， 영국과의 공식적인 무역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대영 무역 

의 금지가 5년 내내 똑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준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 

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대륙봉쇄를 연구한 즐로트니코프는 러시아가 대륙봉 

쇄에 참여한 시기를 1807-10년과 1811-12년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첫 시기에 

는 봉쇄가 엄격히 적용되었고 둘 째 시기에는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언급한 

다. 그에 따르면 결정적인 분기점은 1810년 8월1일 칙령으로 이 때 러시아 정부 

는 금지된 상품을 들여 온 중립국 선박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1810 

년 말에 발표된 스페란스키 (M. M. CrrepaHCK째)의 “ 1811년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 

정 (nOJlO:i<eHHe 0 HeηTpaJlbH。다 TOprOBJle Ha 1811 rJ"은 금지 규정 의 완화를 더 욱 

가속화하였다.37) 한편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D. S. Anderson) 역시 러시아의 

대륙봉쇄 참여를 1807-10년과 1811-12년의 두 시기로 나누며， 분기점을 1810 

년 12월 발표된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38) “중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은 그 주요 목적이 대륙봉쇄와 전쟁으로 악화된 러시아 경제를 회 

복시키는 것이었으며， 영국과의 무역에서 봉쇄의 원칙은 모두 유지하고 있었 

다，39)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은 중립국 무역을 허용하 

였으며， 나폴레옹은 이러한 중립국 무역을 대영무역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나 

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의 성패는 중립국 무역을 통한 중개무역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중립국 무역 확대는 나폴레옹을 격앙 

시켰다.40) 따라서 1810년 말에 스페란스키가 입안한 러시아의 새로운 정책은 

러시아와 프랑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고 이는 러시아와 프랑스 사 

이의 전쟁을，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전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러시아는 무엇보다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 

해야만 했다. 즐로트니코프에 따르면 1812년 6월에 영국 상선에 대한 몰수 조 

치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1일에 리가에서 마스트와 

35) B. r. CHPOTI<HH(1969), c. 69. 
36) M. KukieH1938), p. 10. 
37) M. φ. 3J10THHI<OB (1966), CC. 159-160. 
38) M. S. Anderson(1967), pp. 68-73. 
39) “중립국 무역에 관한 규정”의 9-22항은 대영 봉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출항 선박 

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nC3., T. 31, No. 24464. 
40) H. H. BOJIXOBHTHHoB(l966), CC. 405, 409,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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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목재를 실은 선박이 영국으로 출발하였다. 또한 7월14일에는 영 

국 상선들이 공산품을 싣고 백해에 면한 아르한겔스크 항구에 입항하였다.41) 

1812년 7월6일에 스웨댄 도시 외레브로(Örebro)에서 러·영 평화협정이 체결되 

었고，42) 8월4일에 영국과의 무역재개에 관한 칙령이 발포되었고，43) 9월 12일에 

는 러·영 무역에 관한 특별 선언이 있었다.44) 이렇게 해서 러·영 무역이 공식 

적으로 재개되었다. 

3. 대륙봉쇄기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봉쇄기에 러·영 무역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 

며， 러시아 상품은 정상적인 세관절차를 밟아서는 영국으로 수출될 수 없었 

다. 따라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 세관 장부에는 대영 무역 거래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러시아 무역통계를 통해서는 대영 수출량의 규모를 알 수 

없다. 러시아에 있던 많은 당대인들이 영국 상품과 식민지 상품이 중립국 선 

박을 통해서 혹은 육로 밀수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오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영 밀수출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영국 상 

품의 대러 밀수입(密輸入)을 확인하는 것이 러시아 상품의 대영 밀수출(密輸 

出)을 확인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에 있는 관찰 

자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입 금지된 영국 상품이 러시아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만으로도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러시아 상품이 영 

국으로 갔는지는 영국에서만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영 수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영국 측 사료에 주목할 펼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상품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영국 세관 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표 1) 1801-12년 러시아의 대영 무역 거래량 

(단위 . 천 파운드， 괄호 안은 1801-05년을 기 준으로 한 거 래 량 지 수) 

41) M. φ. 3JJOTHHKOB (1966), c. 263. 
42) nC3., T. 32. No. 25177. 
43) nC3., T. 32. No. 25197. 
44) nC3., T. 32. No. 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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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MacGregor(850), Vol. 5 

도표 1은 영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 거래량을 파운 

드화로 표시한 것이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영국 세관 자료의 수출입 거래량 

은 18세기 초의 가격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45) 따라서 고정 가격으로 측정하여 파운드화로 표시한 영국의 

대러 수입액을 실질 가격으로 측정한 러시아 수치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영국 세관의 측정 방식은 전체적인 변동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수치들이 인플레를 제거한 실질 변동 

량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에게 보내는 한 보고서는 1807년 7월부터 “발트무역이 제로가 되 

었고， 페테르부트크， 리가， 아르한겔스크의 무역은 중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쩌) 이는 물론 과장된 보고이며 당대인의 증언들만을 가지고 대륙봉쇄 시기 

의 러·영 무역에 접근하는 경우 실제보다 과장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좋은 예이다. 1807년은 본격적인 봉쇄를 앞두고 러시아 상품을 비축하 

기 위한 영국 상인의 사재기로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진 해였다.47) 한편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가 대륙봉쇄에 참여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1808년 

에 대영 무역 거래량의 감소는 매우 심각하여， 19세기 초에 비해 수출은 35퍼 

센트， 수입은 32퍼센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인 1809년부터 대영무역 

은 급격히 회복하여， 19세기 초에 비해 수출은 88퍼센트까지， 수입은 72퍼센 

트까지 회복하였다. 그리고 1810년에는 대영 수출이 더욱 증가하여， 19세기 

초를 능가하였고， 대영 수입은 1809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811년에 

는 중립국 선박의 무역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대영 수출입은 크게 감소하였 

고， 1812년에 와서야 다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세관 자료를 보면 러 

45) 1'. S. Ashton(I960), p. 1. 영국 무역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 N. Clark(1938) 
을 참고할 것. 

46) E. B. TapJle(1912) , c. 67. 
47) 영국 세관 기록에 따르면 1807년에 영국은 주요 러시아 원료를 전년도보다 더 많 

이 수입하였는데， 특히 대마， 아마， 마스트용 목재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늘렸다. UKNA. CUST24; M. S. Anderson(I967), p. 71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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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대륙봉쇄 참여로 러 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국 사이의 교역은 이루어졌으며， 1808년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감소 

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품별로 영국의 대러 수입의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영국 세관 자료의 신 

빙성 여부를 먼저 언급하여야 한다. 1760-1825년의 러시아 세관 자료의 대영 

수출량과 영국 세관 자료의 대러 수입량을 비교하면， 영국 세관 자료의 수치 

가 일정하게 적게 나온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자료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일 

정하다는 것은 영국과 러시아의 세관 수치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두 

세관의 수치가 전반적인 동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쩌) 

(도표 2) 1806-12년 러시아의 상품별 대영 수출량 (단위: 천 푸드49)) 

연도 1806 1808 
대마 2280 
아마 952 
수지 1061 
목재* 129 
철 1258 
마직** 1531 

* 18세기 초 가격으로 천 파운드 

** 1760년 대 가격 으로 천 루블 
출처 : UKNA, CUST4, CUSTl4. 

1809 
2458 
1295 
659 
7 

454 
1116 

1810 1811 1812 
2647 1420 2286 
1493 704 1189 
1122 625 873 
12 57 47 

465 537 618 
1974 272 147 

도표 2는 러시아의 수출 품목 가운데 대영 수출에서 가장 중요하였던 상품 

들의 수출량 변동을 보여준다. 대륙봉쇄가 가장 엄격하게 지켜졌던 1808년의 

수치들은 남아있지 않아 상품별로 수출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08년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의 전체 규모가 급격히 

48) 영국 세관의 수치가 적게 나오는 것은 러시아 상품들을 영국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서 발생하는 오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국 상인들의 허위신고나 밀수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 세관 자료들 가운데 수출 부문은 수입 부문과는 달리 비교 

적 정확한 편이다. 러시아 수출 상품들은 부피가 많이 나가 밀수가 어려웠으며， 수 

출 관세 역시 높지 않아 밀수에 대한 유혹이 낮았다. 그래서 당대인들도 러시아의 

수출통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영국의 세관 자료에 대한 

사료비판에 대해서는 저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lb<. B. naK(2004). 
49) 러시아 1푸드(nYIl)는 40푼트(φYHT)이며， 이는 약 16.38킬로그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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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만큼 개별 상품들의 수출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페테르부르크 주재 프랑스 대사로 근무했던 콜렌쿠르(A. O. L. Caulaincourt) 

가 1808년 7월에 페테르부르크에서 영국과 거래하는 상회들이 대마를 계속 

비축하고 있으며， 수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보아 

대마 같은 영국 함대에 펼수적인 원료들은 1808년에도 일정량이 영국으로 수 

출되었을 수도 있다.50) 한편 1809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회복이 뚜렷하다. 그러 

나 회복의 정도는 상품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마와 아마의 경우 대륙봉쇄기인 1809년과 1810년의 대영 수출이 1806년 

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다. 수지의 경우는 1809년까지는 크게 회복을 보이지 

못했지만， 1810년에는 1806년의 수준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목재와 철의 경우 

는 러’영 무역이 실질적으로 재개된 1812년에도 회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 

리고 마직 수출은 1810년까지 회복하는 듯 했으나， 1811년에 크게 하락한 이 

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도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타르나 피치의 경우 

19세기에 영국 측 자료의 측정단위가 바뀌어 일관된 계열의 수치들을 확보하 

기 힘들지만， 대륙봉쇄기에도 영국이 상당량의 러시아 타르와 피치를 수입해 

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영 타르와 

피치 수출은 봉쇄 이후에도 18세기 말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았다.51) 

이상을 요약하변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상품으로 대체하기 힘든 대마， 

아마， 수지， 타르， 피치의 경우 대륙 봉쇄로 공식적인 무역루트가 차단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목재， 철， 마직 

의 경우 대륙 봉쇄를 거치면서 대영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도표 3) 러시아 수출에서 영국의 벼중 (단위: %) 

** 1812-15년의 수치 
출처: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 자료)LSA， 4038 F. 2 Apr. 1074a L. 15-16 Lp.; r. 

50) M. φ. 3J10THIIKOB(19(꿈)， c. 150 참고할 것. 
51) ]. Oddy(1805), p. 99; UKNA. F065/48; DNA.Kommercekollegiets. Rapporter frå 

Konsulatet i Arkhangel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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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6oßcHH(1835), 4. 1, npHßo*eHHe , (러시아의 대영 수출량 자료) UKNA, BT6/230; 

UKNA. CUST4 (수출가격 자료) LSA. 4038 F. 2 Apr. 1074a L. 15-16 Lp.; rOCYLIapCT

BeHHall BHemHlIlI ToprOBßlI B pa3HbIX ee BHLIax 3a 1802-1807 rr.; CaHKT-neTep6yprcKHe 

KO뻐epqeCKHe BeLIoMOCTH 3a 1808-1810 rr. 

도표 3은 러시아 세관 자료에 근거한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영국 세관 

자료에 근거한 영국의 대러 수입(러시아의 대영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 

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전체 상품’의 경우 러시아의 전체 수출총액에서 러시 

아의 대영 수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며， 이 때 계산의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해 두 수치의 계산 조건을 같게 하였다. 즉 러시아의 전체 수출 

총액은 러시아 수출가격을 근거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대러 수입총 

액도 러시아 수출가격을 가지고 다시 계산한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영국의 대러 수입에 관한 수치의 경우 허위신고와 밀수로 인해 영국 세 

관 자료의 수치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어， 러시아의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 

는 실제 비중은 도표 3의 수치보다 다소 높을 것이다. 

위의 도표에 따르면 18세기 말에 러시아의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46퍼센트였으며， 러시아와 영국이 공식적으로 무역을 중단한 1809-11년에 

40퍼 센트로 이 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 만，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한편 

1809-11년에 러시아의 대마， 아마의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세기 

말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여， 대마의 경우 69퍼센트， 아마의 경우 75퍼센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지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륙봉 

쇄기에도 18세기 말과 비슷하여 69-70퍼센트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철과 

마직의 수출에서 영국의 비중은 대륙봉쇄기에 급격히 하락하여， 18세기 말에 

는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대륙봉쇄기를 거치면서 3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은 계속되었으며， 러시아 수출 

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컸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대륙봉쇄기에 

대영수출이 러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09년에 러시아 정부는 중립국을 통한 대영 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으나，52) 1810년에 대영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1810년에 중 

립국 무역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나，잃) 영국의 경제가 악화되었던 1810년 

52) M. φ. 3J10THHKoB(1966), CC. 1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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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1811년에 대영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54) 이는 러·영 무역이 정치적 

인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반적인 영국의 수요변동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대륙봉쇄기 러 ·영 중개무역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보여준다. 즉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참여함으로 러·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시 

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영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대마， 아마， 수지 같은 주요 

수출품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물론 상품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철과 마직 같은 제조품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러시 

아 전체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남는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항구들의 수출량 보고 

서에는 영국 항목이 아예 빠져있다.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 상품이 영국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 문제를 언급한 러시아 학자들은 흔히 ‘밀 

수 무역’과 ‘중개 무역’을 혼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즐로트니코프는 당대인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상품들의 밀수출이 이루어졌고， 대륙봉쇄로 러시아 

의 해외무역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55) 시로트킨은 밀수의 규모 

는 크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을 중섬으로 한 중립국 무역이 러시아 수출의 숨 

통을 열었다고 주장한다.56) 여기서 시로트킨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립국 

선박이 러시아 상품을 싣고 영국으로 갈 수도 있었으며， 이러한 ‘중립국 무역 

(HefiTpanbHa~ TOprOBn~)’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개무역 (nocpellHH\{eCKa~ 

ToprOBn~)’이 될 수 있으나， 대영 수출이 금지된 대륙봉쇄기에는 ‘밀수무역 

53) c. A. nOKpoBcKlIll (1947), CC. 172-173. 

54) 1810년 말에 나폴레옹은 영국에서 자금이 줄어들고， 귀금속 화폐가 퇴장하고， 파산 

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했다. E. B. TapJJe(1812) c. 78. 
55) M. φ. 3JJOTHIII< OB (1966), c. 170. 

56) B. r. CIIPOTI<IIH(1969), c.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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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TpaÕaHnHa~ TOprOBA~)’이 라는 점 이 다. 

선험적(先驗的)으로 생각할 때 영국 상선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항구에 입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은 러시아 상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영국 상션을 중립국이나 기타 나폴레옹 

동맹국의 선박으로 위장하여 러시아 항구에 들여보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 

나는 용선비를 지불하고 미국 멘마크 프러시아 등의 상선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도 

록 하자. 

영국의 세관 자료는 국가별로 상품의 수입량을 기록하면서， 자국 상선과 외 

국 상선의 수입량을 따로 계산하고 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영국 상선과 

외국 상선이 각각 얼마의 물량을 영국으로 수입하였는지 알 수 있다. 영국 세 

관 자료에 따므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영국의 해외무역은 대개 영국 

상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 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시기 가운 

데 기록이 남아 있는 1809-11년의 자료들을 보면 러시아 상품 대부분이 외국 

상선을 통해 영국으로 수입되었다.하) 또한 즐로트니코프는 대륙봉쇄기에 러시 

아 항구들에서 볼수된 선박에 관한 사료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공식적인 러

영 무역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은 밀수를 통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밀무역은 주로 중립국 선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영국과 러시아의 선 

박도 가담하였다고 언급하였다.끊) 그리고 당대인인 잉그리스(]. Inglis)가 지적 

한 것처럼 영국이 타국 선박음 이용하여 자국의 무역을 수행하는 일은 이전 

에는 없었던 일이었으며，59) 이는 라이언(A. N. Ryan)이 자세히 보여주는 바 

와 같이 영국 선주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으나 60) 영국 함대를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남아 있 

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대륙봉쇄기에 영국은 자국 상선을 중립국이나 동 

맹국 선박으로 위장하여 러시아 항구로 들여보내기도 하였으나， 그 보다는 다 

른 나라 선박들의 중개를 이용하여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 

다.61) 한편 영국이 나폴레옹의 감시를 피해 타국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과의 

57) UKNA. CUST4, CUST14. 
58) M. φ. 3JIOTHHKOB(1966), CC. 147, 155. 
59) ]. Inglis(1811), p. 38. 
60) A. N. Ryan(1962) , pp. 128-129 참고할 것. 
61)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 역시 대륙봉쇄 기간에 영국은 대개 외국 상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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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위조문서를 만들어야 했고 또한 막강한 해상력도 

펼요하였다. 

대륙봉쇄기에 유럽의 해상 강국들은 라이선스(Licence)를 발행하여 그것을 

소지한 선박들의 무역을 허용함으로 발트무역에서 나오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였다.62) 실제 발트해상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유럽의 선박들은 여러 국가의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었고 발트해를 순시하는 순양함에 걸리면 나포를 피 

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라이선스를 보여주었다.63) 그리고 이러한 라이선스는 

공식적으로 발급되기도 하였지만，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었다. 라이언에 따르 

면 영국에서 발트해로 떠나는 선박들은 프랑스나 그 동맹국 또는 중립국 선 

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항상 구비하였고，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이러한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든 서류들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64) 이렇게 대륙봉쇄기의 발트 무역은 위조문서를 통해 유지되었으 

며， 1810년에 영국의 윌리엄 스코트(William Scott)가 “아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가짜 문서로 전 세계에서 무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65) 

한편 영국이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맞서 유럽의 선박들을 이용하여 러시 

아에 자신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또한 러시아의 원료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상을 장악할 수 있어야 했으며， 영국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 

지고 있었다. 1810년에 페테르부르크 주재 스웨멘 공사의 언급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라이선스 없이는 어떤 배도 발트해에 나타날 수 없었다.66) 더욱이 영 

국 함대는 영국과의 무역을 위해 발트해로 항해하는 유럽 선박들의 호송을 

담당하기까지 하여，m) 러시아 세관에서 불법 무역으로 적발된 선박들 가운데 

영국 함대의 호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선박들이 적지 않았다.68) 이렇게 영 

국은 막강한 해상력을 가지고 유럽의 선박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놓고， 그 

들의 중개 무역을 통해 러시아와 무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트 해상 

발트 국가들과 무역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M. S. Anderson(967), p. 74. 
62) E. B. TapJle(1912), CC. 81-82; RuppenthaI(1943), pp. 16-18 
63) R. RuppenthaI(1943), p. 19. 
64) A. N. Ryan (1962), pp. 137-138. 
65) R. RuppenthaI(1943), p. 16. 
66) M. φ. 3J10THHKOS(1966), c. 132. 
67) A. N. Ryan(1962), pp. 127-128. 
68) E. B. TapJle(1912), c. 90; M. φ. 3J1oTHHKos(1쨌)， c.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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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국의 우위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랑스와 그 동맹국 

들의 위협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륙봉쇄기에 프랑스의 강력한 동맹국 

이었던 멘마크에서는 1807년에 영국의 코펜하겐 폭격에 대한 반영 감정으로 

무제한의 나포가 허용되었고， 실제로 대륙 봉쇄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나포 사업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대륙봉쇄기에 멘마크가 나포한 선박은 수천 

척에 이르렀고， 대부분이 영국， 스웨멘， 미국， 러시아의 선박이었다.69) 이렇게 

대륙봉쇄기에 발트해에서 영국의 해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동맹국이 갖고 있는 해상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발트해상 

에서 러-영 무역을 수행하는 선박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도 나포의 위험 

을 감수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발트해상에서의 위험은 러시아와 영국의 

상품 가격에 반영되었다. 

도표 4는 러시아 주요 수출 상품들의 페테르부르크 상품거래소(TOBapHa.H 

õlfp*a)의 도매가격과 런던 상품거래소(Produce Exchange)의 도매가격을 연 

평균 외환율을 적용하여 러시아 은화 루블로 통일한 후 페테르부르크 가격을 

기준으로 런던 가격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70) 따라서 수치가 100보다 크 

면 런던 가격이 높았고， 100보다 작으면 런던 가격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런던 가격이 페테르부르크 가격보다 높은 것은 명백 

하다. 문제는 그 정도의 변화이다. 즉 1801-05년에는 철을 제외한 러시아 주 

요 수출품의 런던 가격이 페테르부르크 가격보다 일정하게 44-52퍼센트 정도 

높았으나， 대륙봉쇄기에는 런던 가격의 높은 정도가 80-239퍼센트로 크게 증 

가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륙봉쇄기에 러시아 전체 수출과 

대영 수출이 이전 시기보다 감소하였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와 영국의 심각한 가격 변동을 수요와 공급 법칙만으로 

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당시 발트해를 항해하는데 따르는 위험성과 

69) R. RuppenthaJ( 1943), pp. 10, 20. 
70) 19세기 초에 러시아 은화 1루블은 18그램의 순은을 함유하고 있었고， 파운드화는 

법적으로 11 1.036그램의 순은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내재된 은 함량으로 볼 때 은화 

1루블은 약 38.64펜스와 교환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러 변수들 

이 개입하여 루블과 파운드화의 교환비율은 수시로 변하였다. 도표 4는 이러한 시장 

환율을 고려하여 파운드화로 표시된 런던 가격을 루블로 환산한 후에 두 가격의 크 

기를 비교한 것이다. ]. McCusker(1978), pp. 1-51; A. Attman (1986), pp. 101-103; 
H. Storch(1803), ss. 5-7; pr뻐 , φ 994, On. 1, n. 313, 1I. 1-31; CaHKT- f]eTepy6prcKlfe 
npeAcKypaHTM 3a 1806-1811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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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도표 4) 패테근부근크와 런던 가격의 비교 

(단위%， 폐테 E부근크 가격 =100) 

대마 아마 수지 밀 철 

149 144 144 152 119 
1808-11 I 339 293 180 192 141 

출처: (페테르부르크 가격 1801-05년) Iþ. r. BHpcT(l807), Ta6. No. 3; A. Rasch(l965), p. 61; 

H. Storch(1803), SS. 65-68; H. Storch(1815), T. 6, Tab. No. 10; PrHA., 1/1. 994, On. 2, ll. 
313, fl. 42-44. (페테르부르크 가격 1806-11년) CaHKT-neTep6yprC I<He np왜c l<ypaHTbI. (영국 

가격 1801-11년) T. Tooke, W. Newmarch(l잃8) ， pp. 379-420.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륙봉쇄기에 영국과 멘마크 같은 해상 강국의 나포선 

이 발트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을 나포하였으며， 이러한 나포는 상당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다.71) 따라서 발트해를 항해하는 일은 큰 위힘을 수반하게 되었 

으며， 발트 무역에서 용선비 역시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영국 

은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용선의 대가로 귀금속 화폐를 지불해야 했 

고， 이는 런던에서 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평시에 1온스에 3파운드 17-18실 

링이던 금 가격이 1806-08년에는 4파운드로 올랐고， 1809년에는 4파운드 9-12 

실링까지 치솟았던 것이다.72)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노스(D. North)는 17r;jJ-1913년 간 해상 수송비에 관한 논문 

에서 1793-1815년의 해상 운송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1008-13년에 높았다 

고 언급한다}3) 또한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M S. 마lderson)에 따르면 페 테르부르크 

에서 런던까지 대마 1톤 당 용선비는 평시에는 2파운드였으나， 1809년에는 30파운 

드에 이트렀다}4) 이렇게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체제”에서 발트해를 항해하는 선박 

들의 나포 위험은 용선비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러시아 

수출 상품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즉 발트 무역에서 용선비의 급격 

한 증가로， 영국은 러시아 상품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는 자국 상품을 

싸게 판매함으로 용선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가격은 

71) R. Ruppenthal(1943), p. 20. 
72) W. Smart(191O), p. 23; ]. Inglis(1811), p. 33. 
73) D. North(1958), pp. 542, 548 
74) M. S. Anderson(1960),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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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하락하였고， 영국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양국 가격 사이에 큰 격차가 생 

겼고， 이러한 차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발트해를 통과하는 항해에서 위험을 수반 

하는 대가로 중립국 선박이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 시기에 해상 수송으로 막 

대한 수입을 얻었고， 이는 당시 미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75) 

이렇게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로 러시아와 영국의 공식적인 무역이 중단된 

1808-11년에도 양국은 유럽과 아메리카 선박들의 중개를 통해 무역을 계속하 

였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대영 무역 금지조치를 단호하게 수행하 

면서도， 중립국 무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나폴레옹은 중립국 무 

역을 영국과의 무역으로 간주하여 집요하게 러시아 정부에게 중립국 무역의 

제한을 요구하였던 것이다，76) 

5. 결론 

이상에서 러·영 무역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대륙봉쇄기의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808-11년에 러시아 정부는 영국과의 무역을 공 

식적으로 금지하였지만， 영국은 비싼 용선비를 물면서 제3국 선박을 통해 러시 

아 상품을 수입하였고， 1809-11년에 러시아 수출의 4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였 

다. 특히 영국은 러시아의 대마， 아마， 역청 그리고 수지 등을 필요로 하였고， 이 

상품들의 수입은 봉쇄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 

실은 대륙봉쇄기에 러 영 무역에 대한 기존의 몇몇 입장들을 재고하게 한다. 

먼저 러시아 역사가 시로트킨 (B. r. CHpOTKHH)이 즐로트니코프가 러·영 밀수 
를 과장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대륙봉쇄기에 러·영무역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중립국 무역， 특히 대미(對美) 수출을 통해 부분적으로 위기 

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B. r. CHPOTKHH(1969) c. 70) 

물론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해외무역에서 중립국 무역이 중요하였지만， 영국 

이 빠진 중립국 무역이 아니라， 중립국 선박을 통한 대영 수출이 러시아의 해 

외무역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75) D. North(l958), p. 542. 
76) B. r. c“POT I<HH(1969), CC. 66, 68; H. H. 50JlXOBHTHHoB(1966), CC. 406, 411, 415-416 

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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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트비아의 저명한 경제사가 다로웬코(B. B. llopomeHKo)가 리가의 

“유럽어 수출량 보고서”를 근거로 대륙봉쇄기에 리가의 수출무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영국은 리가 무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도 잘못 

된 것이다.(B. B. llopomeHKo(1979) , CC. 26-28) 리가의 수출량 보고서에는 영국 

항목이 사라졌지만， 이것은 영국이 리가 무역에 참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선박을 이용해 리가 상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역할이 갑자기 증가한 것 역시 미국의 수요가 급증해서라기보다， 미국 선박이 

대영 수출 무역의 상당부분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역사가 앤더슨(M. S. Anderson)이 대륙봉쇄는 영국보다는 러시 

아에 더욱 해가 되었으며 영국은 단지 러시아 대마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며， 러시아와의 무역중단은 영국에게 재앙이라기보다 단지 “불쾌 

한 일 (nuisance)"이었을 뿐이라고 한 것도 옳지 않다.(M. S. Anderson(1967) , pp. 

73-74) 영국 경제에서 러시아 원료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 

인 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국은 비싼 용선비를 물면서도 그 동안 이용 

해 본적이 없는 타국 선박을 통해 대마뿐 아니라 기타 여러 러시아 상품들을 

수입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 상품은 앤더슨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영 

국에게 훨씬 중요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륙봉쇄기에 러시아의 대영 수출무역에 대한 고찰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러·영 무역이 양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잘 보여준 

다. 러시아는 대륙봉쇄에 참여하면서 영국과 공식적으로 무역을 중단하였을 

때에도， 전체 수출의 절반가까이를 계속해서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유럽의 어느 나라도 영국을 대신하여 러시아의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의 수출무역이 결정적으 

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영국은 대륙봉쇄기에 러 

시아와의 공식적인 무역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 

여서 러시아로부터 대마， 아마， 수지， 역청 등 함대 건설에 펼수적인 원료를 

수입하였다. 이는 당시 러시아만이 영국의 함대건설에 필요한 양질의 원료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국은 자국의 막강한 함대를 유 

지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이나 마직 

같은 제조품의 경우 영국은 자체 생산을 강화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대러 

의존도를 줄여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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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Ne 

KOHTHHeHTaAbHa~ ÕAOKa~a HanOAeOHa 

H 3KCnOpT POCCHH 8 BeAHKOÕpHTaHHm 

naK , q)((H-li3 

3KcnopT POCOIll B BeJllIK06pHTaHlil0 B XVIII H Ha4aJle XIX B. )I BJUlJlC쩌 HenpeMeH

HbIM llJl)l 06eHx cTpaH H, He CMOTp)l Ha HeKoTopble nOJlHTH4eCKHe npen)l TCTBH)I 

nOCTO)lHHO pa3B“BaJlC)I. OllHaKo noc Jle Toro, KaK POCCH)I npHMKHyJla K HanOJleOHOB

CKOη 6J10Kalle B 1807 r. , OTHOUIeHH)I Me)[(llY POCCHe인 H AHrJlHeH pa30pBaJlHCb. 

HTaK B nepHOlle 1808-11 rr. HeB03MO)[(HO 6hlJlO O~HUHaJlbHO 3KcnopTHpOBaTb 

pOCC싸~CKHe TOBaphl B AHrJl싸0 ， H aHrJlHHCKHe Kopa6 J1H He MOrJlH npH6bIBaTb B 

pOCCHHCKHe nOpTbI. OllHaKo , BO BpeM)I 6J10KallbI 1808-11 rr. , Korlla ToprOBble 

OTHOUIeHH )I Me)[(llY POCCHeH H AHr JlHeH 6bIJlH pa30pBaHhl, 3KcnopT pOCCHHCKHX 

TOBapOB B BeJlHK06pHTaHH~ npOllOJl)[(aJlC)I, TeM 60Jlee 1l0 Jl)l AHrJlHH B 06meM 

pOCCHHCKOM 3KcnopTe He yMeHbUIaJlaCb , lla)[(e B OTHOUIeHHH HeKOTophlX Ba)[(HhlX 

TOBapOB , KaK neHbKH , J1bHa, caJla H T.n. , yBeJlH4HBaJlaCb. AHrJlH)I HMnopTHpOBaJla 

Ba)[(HOe pocc때CKoe Cb!pbe 띠UI C0311aHH)I CBoero ~J10Ta ， Ha ~paXTOBaHHbIX Kopa6JU1x , 

KOTophle n04TH He HCnOJlb30Ba깨Cb 110 Toro MOMeHTa, XOT)I ueHa Ha ~paXT 6hlJ1a 

04eHb BhlCOKOH no cpaBHeHH~ C ll06J10KallHbW nepHollOM. DJlOrOllap)l cnpocy AHrJl싸{ 

Ha pOCCHHCKHe TOBapbI POCCH)I MOrJla nOllllep)[(HBaTb CBO~ BHeUIH~~ TOprOBJI~ 110 

OnpelleJleHHOH CTeneHH. Bce 3TO 3aCTaBJI)l eT H3MeHHTb HMe~mHeC)I MHeHH)I no 

nOBOllY pOJlH AHrJlHH B pocc~깨CKOM 3KcnopTe BO BpeM)l KOHTHHeHTaJlbHOα 6J10KallbI. 

nOC JlellHHe HCC JlellOBaHH)I no 3TOMy Bonpocy n01l4epKHBa~T pOJlb He다TpaJlbHbIX 

CTpaH B TOM 4HCJle H Coe llHHeHHbIX UITaTOB, HO Ha caMOM lleJle OHH npOCTO TpaHC

nopTHpOBaJlH pOCCH다CKHe TOBapB H3 POCCHH B AHrJlH~ ， a HaCTO)lm~쩌 cnpoc BbI

XOllHJI H3 AHrJlHH. B XVIII H Ha4aJle XIX B. 3KcnopT pOCCHHCKHX TOBapOB B 

BeJlHK06pHTaHH~ llJI)I 06eHX CTpaH )I BJUlJlC)I 06 )1 3aTeJlbHhlM H He3aMeHHM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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