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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론 

원론적으로 세계화의 역사는 서로 고립되어 있던 지역 (enclave)들이 

정치 · 경제 。 문화적으로 상호 소통하게 되는 장기간의 과정이다 그것은 

단지 소통망의 외연적 확대가 아니라 계서제(hierarchy)의 성립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구조화가 진행되고， 또 그 

구조의 최상층에서 이 전체 구조를 선도하고 지배하는 국가가 생겨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15세기 말 이후 큰대사는 서구(유럽과 

미국) 국가가 그러한 선두의 지위 (primacy)를 차지한 채 전세계의 여타 

문명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체제를 형성해 나간 시기로 보인다 1) 

그러나 해상 연결망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 

리카 및 유럽 각 대륙들이 일시에 대규모로 소통했다거나 세계가 하나의 

세계체제 속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2) 또 서구의 우위가 역 

사적으로 결코 자연스럽거나 필연적인 일이 아니었다 오늘날의 세계화의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깅004-044-Æ아(에1) 

1) 찰스 킨들버거， 주경철 역경제 강대국 흥망사， 1많0-1990~ (서울: 도서출판까치， 2004). 
킨들버거는 계서제의 최상층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가 경제적 ‘선두 지위’(primacy)릅 가 

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2) 이것은 월러스틴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많으나 아시아와 관련하여 이론 
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는 다음 책을 보라’ M. N. Pearson, Before αlonialism: Theories 
011 As띠n-European Re/cιÎOI1S 1500-17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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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근대 초 서구의 초기 팽창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필 

요한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초기 팽창 과정이 필연적으로 20세기 

후반에 보이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로 연결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15 

세기 말의 시점에서 보면 장차 세계화의 주역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후보로 

서 유럽은 오히려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근대 초에 서구 각국이 해외의 여러 문명권 내부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비유럽 세계 문명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으며 또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였는가 등을 깅조하는 경향이 강하다，3) 최근 많이 논 

의되고 있는 중국의 생활수준 혹은 경제력에 대한 연구에서 18세기까지 중 

국의 일부 지역의 수준이 유럽과 비슷하던지 차라리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 

를 보더라도 유럽의 일방적인 우위라는 견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4) 산업혁명의 성과로 인하여 유럼의 우위가 의심의 여지없 

이 분명해지는 19세기가 되기까지는 “유럽의 팽창” 현상은 세계화의 발전 

과정에서 다만 여러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16-18세기 유럽 세력의 해외 팽창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네 

럴란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VOC로 

약칭)는 이런 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VOC는 아시아와 유 

럽의 조우(遭遇)라는 이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agent)의 하나이다. 

공식적으로 1602년부터 1799년까지 존립한 이 회사는 약 2세기 동안 세 

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다. VOC는 당시 유럽 최고의 상업 세력이었던 

네덜란드의 국가 독점 기업으로서 아시아에 많은 상관(商館， factory)을 

설치하고 대륙간 무역 및 아시아 내의 무역을 주도했다. 이 회사는 아시 

아와 유럽이라는 두 문명이 직접 만나는 중요한 창구였으며， 이를 통해 

두 문명권의 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리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 

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시대에 정치 · 군사적， 경제적， 혹은 문 

3) John E. Willis Jr‘, “Maritime Asia, 1500-1800: The Interactive Emergence of European 
Domination", Americnn Historical Review, (February 1993), pp. 83-84. 

4) Kenneth Pomeranz, πle C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m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아시아 교역: 세계화의 초기 단계 3 

화적으로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 월등한 힘을 가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 내에서 voc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진 존재였으며， 어떤 역 

할을 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voc를 중심으로 근대 초 아시아와 유럽 간 접촉의 구 

체적인 면모를 밝힘으로써 세계화의 역사적 과정을 새롭게 이해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아시아와 유럽 간 교역의 성격이 어떻게 변 

화해 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는 특히 네덜란드 

보다 먼저 세계 각 지 역으로 팽창해 갔던 에스파냐 및 포르투갈과 비교 

해서 살펴볼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네덜란드가 아시아 교역의 첫 번째 

주체는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중세에는 아시아의 해양 상인들과 낙타 

대상(隊商)에 의해 레반트 지역까지 수송되어 온 상품들을 이탈리아 상 

인들이 인수해서 전유럽 지역으로 송출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여기 

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 포르투갈의 해상 직항로 개척이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포르투갈의 교역 방식이 그리 혁신적이지 않 

았다는 주장을 펀다. 포르투갈은 아시아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에 걸 

쳐 해상 무역로를 건설하였지만 그 방식은 아시아의 기존 교역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포르투갈의 에스타도(Estado) 

체제는 기존 아시아의 상업 네트워크의 일부를 빼앗은 다음 군사력을 이 

용하여 강제 교역을 수행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는， 소위 재분배 (r어lS

trbution) 방식이었다. 이것은 곧 ‘근대적인’ 자본의 운동법칙보다는 정 

치 · 군사적 힘을 통한 ‘수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네덜란드로서， 이것은 정치 · 군사 

적인 힘이 곧바로 잉여 수취에 쓰이기보다는 새로운 교환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네덜란드는 앞의 두 나라와 질적 

으로 다른 새로운 체제를 아시아에 구축했다는 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5) Niels Steensg없rd， The Asian Trade Revolution 01 the Seventeenth Centurγ" The East 
lndia Com때nies and the Decline of the Caravan Trade (C비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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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스테인스가르드 셜’이 과연 타당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기-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 

이다. 

첫째， voc의 구성은 어떤 특징을 띠는가. 

네덜란드가 포르투갈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곧 아시아 교역을 수행하는 조직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을 

띠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은 voc가 국가 권력과 

자본이 적절하게 결합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한다. 낯선 세계로 뚫고 들어 

갈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지만， 폭력의 사용 자체 

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결국 이를 통해 시장 체제를 강요하였다는 데에서 혁신성을 찾을 수 있 

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점이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 

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래에서는 voc가 어 

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며， 특히 자본의 모집과 구성 그리고 자본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 

해 보고자 한다(II장). 

둘째， 아시아에서 voc의 활동 상황은 어떠했는가. 

아시아에서 voc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세계화라는 큰 조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 내의 기존 상업 체계 속에서 voc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 

지하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가 핵 

심적인 고려 사항이다. 아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향신료와 인도의 직물(3 

장) 및 일본의 귀금속(4장)을 교환하는 ‘지방무역’(countη trade)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세계화 기획의 기 

본 사실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라는 

중요한 사례를 통해 세계화의 형성기의 역사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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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OC의 설헬 

voc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되었는가? 이는 voc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네덜란드보다 먼저 아시아로 진입해 들어간 나라는 포르투갈이었다. 

1498년에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한 이래 포르투갈은 아 

시아의 여러 지역에 상관을 두고 향신료를 비롯한 아시아 상품 거래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는 거의 백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당시 아 

시아를 왕래하는 항해가 대단히 위험했던 데다가 아시아 항로 관련 사항 

들을 포르투갈 왕실이 국가 기밀로 엄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상인들은 다만 아시아 상품의 유럽 내 판매에 참여 

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만 보장된다면 굳이 그들 스스로 아시아 

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는 포르투갈 왕실 역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포르투갈 왕실은 다른 외국 상인들이 아시아로 가는 것 

을 철저히 막되 유럽 내의 상품 판매는 자신틀이 직접 하지 않고 외국 

상인들에게 일엄했다. 더 나아가서 왕설의 최대 이윤 확보를 위해 후추 

를 비롯한 향신료들을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는 품목으로 정할 정도였다，6) 

오랫동안 유럽 내 후추 도매 상업에 참여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던 네 

덜란드가 1590년대에 직접 아시아 항해를 기획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사 

업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580년대 중반부터 푸거 (Fugger)가를 

비롯한 대상인 집단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유럽 내의 후추 재분배 사업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점차 이 사업에서 배 

제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유럽에서는 후추 수요가 커지는 데 비해 포트 

투갈의 아시아 교역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상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6) Jacobus Anne Van der Chijs, Geschíedenis van de stidJtingen van de VOC, 2nd imp. 
(Leiden: P. Engels, 1857), p.2. 그리고 야하 포르투갈의 후추 무역 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Kristof Glamann, “European Trade 1돼0-1750"， in C. Cipolla ed. 
Fontana Economic History 01 Europe, vol.2, 1끼'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Hassocks: Harvester Press, 1974), pp. 48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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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바람에 후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다，7) 상업 기회는 더욱 커 

지는데 오히려 그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가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아시 

아 항해를 독자적으로 개척하고자 했던 것이다. 

1590년대에 네럴란드에는 아시아 교역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다수 만들 

어졌는데， 1602년에 통합 동인도회사가 형성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이 회 

사들을 선구회사(先騙會社 voor-cornpagnien)라고 부른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례는 1594년에 암스테르담의 대상인들이 주도하여 형성한 “원거 

리 회사"(Cornpagnie van Verre)였다，8) 이 회사가 모은 자본은 29만 길 

더였다. 이 중 2/3는 선박 구입 보급품 확보 무기와 상품 구매에 쓰고 

나머지 약 10만 길더는 현찰로서 아시아로 가져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원칙적으로 1회의 아시아 항해에 한정된 것이었다， 즉， 항해가 끝나면 상 

품을 처리하고 손익을 분배한 다음 회사는 공식적으로 해산된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구래의 모험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흘란드 주 정부의 지원이다. 

홀란드 주는 이 회사에 백 문 이상의 대포와 소형 무기들을 대여했으며， 

수출입세를 변제해 주었고， 오라녀 (üranje) 공은 아시아 내에서 이 회사 

가 앞으로 요구하게 될 권리 주장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였다，9) 이 의미 

는 이 회사가 단지 일부 대상인들 혹은 여기에 참여하는 소액 주주들만 

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 

가주의”는 이 회사가 모체가 되어 본격적으로 구성될 동인도회사에도 계 

승되는 요소이다. 

이들은 3-4백 톤 급의 배 3척과 50톤 급의 요트 l척 등 모두 4척의 

7) Jan de Vries, Ad van der Woude, Th.e First Modem Economy: Success, Failure, and 
Perseverance of th.e Dutch Economy, 1500-1815 (Cambridge: 않n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383 

8) Els M‘ Jacobs, ln the Pursuit 01 Pepper and Teα Th.e Story 01 th.e Dutch East lndia 
Com때1y (Zutphen: Walburg pers, 1991), p.lO‘ 다음 책도 참고하였다. ]. R. Brnijn, F 
S. Gaastra, 1. Schöffer, Dutch-Asiatic Shipping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Hague: Nijhoff, 1987), vol.1. 

9) 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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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선단을 구성하여 1595년 출항하였다. 그러나 이 선단은 아시아 항 

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불충분한데다가 불운이 겹쳐서 15개월이 지 

나서야 반탐에 도착했고， 점차 현지인들과 관계가 악화되어서 시-업도 대 

단히 부진했다 처음에 4척의 배와 240명의 선원이 출발했으나 30개월이 

지난 1597년에 3척의 배와 겨우 87명만이 생존해 돌아왔으며， 이들의 사 

업 소득은 초기 투자비용 잃만 길더를 겨우 충당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사업 변에서는 실패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시아 

까지 성공리에 항해하고 돌아옴으로써 아시아 무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는 점이다. 

이 시기부터 voc가 만들어진 1602년까지 7개의 유사 회사들이 더 만 

들어졌다. 이 회사들은 모두 65척의 배로 15개의 선단을 조직하여 아시 

아에 보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대체로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무엇 

보다도 이 회사들 자신이 지나친 경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0) 

결국 중앙정부가 이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598년에 전 

국의회에 각 지역 대표들을 모아 이 문제를 토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각 주와 시의 자치권이 대단히 강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회로서는 각 지역의 회사들에게 권고를 하는 정도였지 구 

체적인 내용을 강제로 부과할 권한이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거의 모든 회사들이 함께 도산할 지경에 이르자 이제 중 

앙정부로서는 더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할 펼요가 있었다. 

중앙정부에 의 한 조정 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한다고 하더 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다. 각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여 하나의 통합된 동인도회사를 결성하는 과정은 

당시 네덜란드의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이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10) 이들의 경쟁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는 암스테르담의 회사와 첼란드 회사간의 다음 에피 
소드를 통해 알 수 있다 암스테르담 회사의 이사들은 출항하는 자기 배의 선장에게 
“현지에 가연 무조건 상품을 구입히라 만일 우리 배에 그 상품을 적재하지 못하는 한 

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들여라 그래서 젤란드 배가 상품을 사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명 

령을 내렸다 Ibi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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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통합 회사를 만들려는 모엄이 1601년 12월 초에 헤이그에서 처음 열렸 

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은 결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각 지역 간의 투자 지분 비율， VOC 본부 소재지， 이사진의 배분 등 모 

든 문제마다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 특히 최대의 상업 및 정치 세 

력이었던 암스테르담과 젤란드 간의 경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지난한 

과제였다11) 여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당시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던 요한 반 올덴바르너벨트(Johan van Oldenbameveldt)였다. 그 

는 “똥합 동인도회사 설립은 적애게 타격을 가하고 조국의 안보에 도움 

이 되도록 하는 것 "12)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그의 의도가 경제적 

이라기보다 정치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빨리 동인 

도회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 

는 젤란드 측에 압박을 가했다. 즉 젤란드가 계속 동의를 하지 않을 경 

우 젤란드를 아주 배제해 버리고 회사를 구성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602년 3월 20일에 21년간 유효한 회사 특 

허장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써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공식적으로 성립 

되었다. 이 회사의 이름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전의 여러 회사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회사를 결성했다는 의미에서 “통합 동인도회사"(De 

Vereerugde Nederlandse Geoctroyeerde θostindische Compagrue)가 되 

었다 

우리는 이 특허장윤 통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구성에 대해 기본적 

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3) 

모두 46개조로 된 이 특허 장은 VOC의 구성과 조직 그리 고 전국의 회 

11) George Masselman, The Cradle of Colonialism (New Haven: Yale U!Ùversity Press, 
1967), pp. 142-145 

12) c. R. Boxer, Jan Company in War and Peace 1602 -1799, A Short Histmγ of the 
Dutch East lndia Company (Hong Kong: Heinemann Asia, 1979), p. 1. 

13) 특허장의 전문과 그에 대한 설명은 Van der Chijs, op.cit. , pp. 118-135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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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합” 동인도회사라고는 하 

지만 구체적으로는 6개의 지사(支社， Kamer), 즉 암스테르담， 젤란드(본 

부는 미 델부르크에 있다)， 호른(Hoom) ， 앵크회 이젠(E빼huizen) ， 델프트 

(Delft), 로테르담(Rotterdam) 지사들로 구성되었다.6개의 지사들은 전적 

으로 독립적이었다. 이 회사의 이사진은 이전의 선구회사들의 이사들로 

충원되었다. 처음에는 지사들의 수가 76명에 달했으나 점차 조정을 통해 

6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14) 바로 이 60명의 이사들이 voc의 핵심 구 

성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60명의 이사플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 

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 중 17명을 뽑아서 “17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 회계연도 전체의 투자액， 항해에 관한 내용들， 특히 상품 

처분에 관한 내용들과 같은 주요 문제들에 대힌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허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34조와 35조라 할 

수 있다 

제34조는 동인도회사의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 조 

항은 21년동안 희망봉 동쪽과 마젤란 해협 서쪽 사이의 지역에 대한 항 

해권을 독접적으로 voc에만 부여하고 이를 어긴 다른 선박의 경우는 

그 선박과 상품을 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5) 이것은 국가가 개인 회 

사에게 독점권을 명시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가가 공인한 독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회사가 국가의 기능을 

14) Jacobs, op.cit. , pp. 19-20. 76명의 이사 가운데 사퇴하거나 사망한 다음에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수를 줄여나갔다. 지사별로 이사의 수는 암스테르담 20명， 첼란드 12명， 

나머지 지역들이 7영씩 배정되었다 Bruijn, op.cit., p.ll 
15) [34] “… Soo hebben wy die voorsz. Compaignie geoctroyeert ende geaccordeeπ， 

Octroyeren, ende Accorderen 띠ts desen, dat niemant van wat conditie off qualiteyt 
sy, anders dan die vande voorsz. Compaignie, vuyt dese vereenichde provincien sal 
mogen varen binnen den tyt van een ende twintich 때en eerstcommende, beginnende 
metten desen jaere xvr ende twee incluys, beoosten de Cape bonne Esperance, ofte 
deur de Strate van MagelJanes, op die verbeurte van die schepen, ende goederen 
blyvende in heur geheel de concessien voor desen gegeven aen 않nige Compaignien, 
omme te varen deur de voorsz. Strate van Magel1anes, behouelyck dat sy hunne 
shepen vuyt dese landen sullen affsenden binnen vier jaren naer dato deses, op pene 
van te verliesen t’ effect vande voorscreven concessie." Van der Chijs, op.cit. , pp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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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정도 인수받아야 했다. 제35조는 voc가 전국의회를 대신하여 아시 

아의 국가 및 영주들과 조약 체결， 전쟁선포， 요새와 상관 건설， 군인 충 

원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 

다 16) 이렇게 볼 때 voc는 “국가 밖의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흔히 자 

본과 국가가 효율적으로 칠합한 사례로 소개된다 17) 특히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군사력은 아시아의 지방 세 

력들 및 유럽의 경쟁 세력들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이 회사로서는 핵심 

적 인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회사가 충원한 군인의 수는 17세기 초 

에 3천 명 정도였으나 1750년 경에는 17，000명에 이르렀다.18) 이와 같이 

voc는 국가로부터 무력 동원을 비롯한 상당한 정도의 공권력을 부여받 

았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이사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19) 

다음으로 이 회사의 자본 모집에 대해 살펴보자. 1601년의 시점에서 

보면 선구회사들은 다음 해에 출항할 배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해둔 상태 

였다. 그런데 1602년에 동연도회사의 성립이 결정되자 이들은 이미 준비 

된 자금을 VOC에 투자해서 많은 배들을 하나의 선단으로 구성하여 아 

시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 선단은 성공리에 귀환하여 265%의 투 

자 이익을 냈다. 이 항해까지는 전적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투자자들은 1회의 출항을 위해서 자금을 출연한 것 

이고 배가 귀환하면 정산 과정을 거쳐 이익이나 손해를 분담하고 나서 

원칙적으로 이 모임은 해산된다. 그런데 1602년의 항해 이후 여기에 결 

16) [35] “Item d따 버e vande voorsz. Compaig띠e sullen vermogen … mette Princen ende 
Potentaten verbintenissen ende Contracten te maken opten naem vande Staten gìí.ael 
der verænichde Nederlanden, ofte hooge Overicheyt derselver, Mitsgaders aldaer 
ænige forteressen, ende versekertheden te bouwen, Gouvemeurs, volck van oorloge, 
ende Officiers van Justitie, ende tot andere nootelycke diensten, tot conservatie 、rande

plaetsen, onderhoudinge van goede ordre, politie ande Justitie, ænsamentlyck tot 
voorderinge 、rande neringe, t얹e ste리n따le히n .. “끼. 

17) 브로델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제2권교환의 세계~， 제3장을 보라. 

18) Jacobs, op αt. ， p.38. 
19) Ibid , p.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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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곧 

바로 찾지 못하게 되었다. 그 대신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면 주식 시장(Beurse)에 가서 자신의 주식을 팔면 된다. 따라서 회 

사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본이 보존되므로 투자자들에 관제없이 회사가 

해체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존립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사가 아닌 일 

반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대단히 낯선 제도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기한’의 투자라는 깨 

념을 제시하는 대신 10년 동안 ‘장기간’ 투자한다는 타협적인 방식을 취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구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미 자본을 모아 항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결산히

되 그 후 새로 출항하는 배부터는 10년 이후에 정산을 한다. 즉， 1612년 

과 1622년에 각각 그 이전 10년의 활동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다. 특 

허장의 유효 기간이 21년이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주들로서 

는 10년을 기다린 다음에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5%의 이익 

을 낼 때마다 곧바로 배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바로 이 점은 다시 이 

전의 선구회사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20) 이처럼 초기 voc의 

제도에는 새로운 방식과 이전 방식이 혼재해 있었다. 

voc가 자본을 모집하자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회사의 자 

본 구성의 특징은 대자본가와 소자본가의 공존이었다. 적어도 초기에는 

소액 자본가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했다 21) 이렇게 해서 모은 자본 총액 

은 6,424,588 길더였는데 이것은 당대까지 신기록이었다.22) 그러나 회사 

설립 이후 장기적으로는 대주주가 소액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 갔다. 예 

컨대 17세기 말 젤란드 지사의 주식 3/4은 암스테르담 시민 108명이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잃) 

2이 ]. G. van Dillen, Het Oudste 뼈1deelhoudersre.밍ster van de f{，αner Amsterdam der 
Oost-Indische Compagnie (The Hague: Nijhoff, 1958), p.31. 

21) 암스테르담 지사에 투자한 사람들 목록을 일별하면 하녀， 하인， 과부， 직공 등 가난한 
사람들이 소액의 투자를 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lbid., 따SSlm 

22) Bruijn, op α;t.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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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voc의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긴 했으나 결국 대자본가들이 회사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둘째， 이전의 모험조합의 요소가 일부 남아있으나， 한번의 사업 이후 

해체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며 사업을 지속하는 근대적 회사가 되었다. 

셋째， 국가가 회사에 공권력을 많이 부여해서 자본과 권력의 결합체의 

성격을 띠었다. 

이런 요소들은 이 회사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대단 

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I. VOC확 。F잭아 교역 

voc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가， 즉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그 결과 어느 수준의 통합을 이 

루어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미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는 시장망 속으로 들어가서 경쟁자들을 대 

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네덜란드인들이 

이시아로 들어왔을 때에는 포르투갈이 100년 이상 유럽-아시아 간 해상 

교역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또 아시아 상인들로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진입자를 환영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voc는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업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는 없었다. 

사실 아시아는 아메리카와는 사정이 달랐다. 예컨대 무굴 제국은 피사 

로 앞에 쉽게 무릎을 꿇은 잉카 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군사사(軍 

事史) 전문가인 파커는 무굴 제국의 엄청난 군사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23) Boxer, op.cit.,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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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대 악바르 대제의 군대는 342，696명의 기병과 4，039，097명의 보병 

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머스켓 총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무제 

한의 힘을 과시한다고 강조하였다.갱) 파커가 제시하는 지나치게 구체적 

인 수치 자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아시아 제국들이 대단히 강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VOC가 그런 제국에 직접 도전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 

가능한 일이므로， 뚫고 들어가기 쉬운 ‘약한 고리’들을 차지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 VOC로 보면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제도는 군사력 

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VOC는 1605년에 암보이나를 점령한 것 

을 필두로 17세기 내내 점차 여러 지점들을 차지해 나갔다. 이란 과정은 

말할 펼요 없이 극히 잔인한 행동을 동반한 것이었다. 예컨대 아시아 식 

민지 초대 지사였던 얀 피터스존 문(Jan Piterszoon Coen)이 대 반다 제 

도와 주변의 작은 섬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때 2，500명의 반다 인들이 

기아로， 혹은 칼에 맞아 죽었고， 3천 명이 섬에서 쫓겨났으며， 그 빈 자 

리를 좀 더 유순한 다른 지역 출신 경작자들로 충원했다，25) 

아시아 현지 세력의 강한 저항뿐 아니라 영국인들과의 경쟁 역시 큰 

부담이었다. 양국간의 극심한 경쟁은 곧 충돌로 이어졌다. 그 한 정점은 

1623년에 암보이나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었다，26) 현지의 총독이었던 

헤르만 반 스필트(Hennann van Speult)의 명령으로 영국 동인도회사의 

암보이나 총책이었던 가브리엘 타워슨과 10명의 다른 영국인들， 10명의 

일본인， 그리고 한 벙의 포르투갈인이 참수되었다， 350년이 지난 현재 이 

“암보이나 학살 사건”의 원인이 당시 네럴란드 측이 주장한 대로 영국인 

들이 섭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 사무라이들과 짜고 네덜란드인들을 살해 

24) Geoffrey Parker, “Europe and the Wider WorJd, 1500-1700: The Military Balance" in 
James Tracy, The Polítical Economy 01 Merchant Empíres, State Power αld World 
Trade 1350-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l76, note 35 

25) Ibid , lntroduction, p, 4 
26) 0 , K. Bassett, “The ‘Amboyna Massacre' of 1623," Joumal of Southeast Asian 

Hístory 、101.1， no 2, (1960) 



14 美 國 學 第二十A輯(2005)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지 단정하기는 힘들다. 어쨌든 이 사건이 아시아 

내의 양국간 상업 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인도 

네시아에서 영국의 입지는 약해지고 따라서 그들은 점차 인도 쪽으로 관 

심을 돌렸다. 이 사례에서 이미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일련의 무력 대결을 통해 네덜란드는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대략 

20여 곳의 상관들을 차지하고 그곳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게 

되었다.낌) 아시아와 유럽 ‘간’의 수출입과 함께 아시아 i내’의 여러 상관 

들 사이에 재화와 화폐 및 귀금속이 교환되는 소위 ‘“‘지지방 무역(coun따1πtry 7 

trade아)'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 

해 활동을 총괄 통제하는 본부가 필요했다. 몇몇 후보지들에 대한 고려 

끝에 최종적으로 바타비아에 본부를 설치하였다(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 

자카르타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곳은 아시아 내 교역 활동의 수도 역할 

을하였다. 

이런 기반 위에서 voc는 다양한 상품 거래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던 향신료(후추 포함)와 직물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7)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시아에 건설한 상관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히라 
도(1609) ， 데시마(1641); 대만의 포트 첼란디아(Fort Zeelandia, 1624); 베트남(1636-
1637); 시암의 아유타야(1607); 수마트라의 팔렘방(1619); 인도 코로만텔 해안의 풀리컷 

(1613); 인도 북서 해안의 수리트(J616) ， 원구를라(1637); 아라비아의 모카(J616); 페르시 

아의 곰브룬， 쉬라즈， 이스파한(1623 - 1625); 실론(포르투갈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분할 
지배하기로 함， 1644); 말라카 해협 양쪽의 여러 지역들， 북쪽의 아체로부터 남쪽의 람 
풍스까지 , 말라카(1641). Boxer, op.cit.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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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늄 상품들 

1619-21 1없8-50 
a b a b 

황신료 510.400 17.6 1.127，71에 17.8 
후 추 1.638뼈 56.4 3.168뼈 50.3 
설 탕 403.2에 6.4 

;i:f* 284 때O 9.8 잃5떼O 8,5 
:t‘- 서 -, 132.200 2‘1 
:디;l’‘f 2,900 0.1 31.500 0.5 
직 물 466,900 16.1 894.600 14.2 
기 타 12,600 0.2 

2.902.900 6.274.800 
차* 차， 커피， 약재， 향수， 염료 
a " 거래액 (길더) 
b" 전체 거래액 중 % 

1668-70 
a b 

1 떼6，800 12.1 
3 왜4'<뼈 30.5 
뻐3，600 4.2 
626.400 5.8 
550,800 5.1 
615,600 5.7 

3.942αJO 36.5 
10,800 0.1 

10,789,200 

]. Bruin et. 머" p. 192의 표를 이용 

16빠1700 1738-40 1π8-80 
a b a b a b 

1.755때O 11.7 1.182,600 6.1 642,900 3.1 
1.680.(뼈 11.2 1.561 이에 없II 1쨌 100 9‘G 

45.000 0.3 710.000 3.7 133αJO 0L.g6 
1.245，(에O 8.3 532.000 2.8 

9 3없99J7얹꼬) 585.0예 3,9 504.400 2.6 42.4? 
795뼈 5.3 202.100 1.1 569.c.oo 

8때5αm 54.7 7，918뼈 41.1 10.283.200 49.5 
60.000 0.4 433뼈 2.3 357뼈 μl 

15，α에，때0 19,246.700 20,796,500 

우선 주요 거래 품목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아시아얘 

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상품들의 비중을 보도록 하자，<표〉에서 보듯여 

17세기에 가장 중요한 상품은 후추였다. 후추는 1619-1621년에 전채 교 

역액 중 56.4%, 1648-1650년에는 50.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직물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교역액 중 직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서l 기 전반에는 20%를 넘지 못했으나 1668-

1670년에는 36.5%를 차지했고 이후 점차 비중이 커져가서 18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떠올랐다(1738-1740년에 41.1%, 1778-1780년에 

49.5%), 이 표를 통해 우리는 17세기에는 후추， 18세기에는 직물이 가정 

중요한 상품이었으며， 그 전환점은 17세기 중엽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후추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 

었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후추의 가격이 장기적 

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포스튀무스의 가격 연구에서 확 

인할 수 있다.잃) 후추 가격의 시계열 자료를 보면(1609-1682년에는 

28) N. W. Posthumus, lnquirγ into the History of Prices in Holland, vol. 1, Wholesale 
Prices at the Exchange 01 Amsterdam 1585-1914, Rates 01 EχC빼Ige at Amsterdam 
(Leiden, E.]. Brill, 1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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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때1 pepper’, 1683년 이후에는 ‘black pepper'로 되어 있다) 연평균 기

격이 0.80(파운드 당 길더)으로 시작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1682 

년에는 0.28이라는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이런 장기적 가격 하락 추세 이 

변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의 경쟁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 있었다. 

1620-1638년 기간 풍에 네덜란드의 후추 수입량은 연평균 250만 파운드 

였으니， 1664년에는 그것이 620만 파운드， 1670년에는 920만 파운드가 되 

었다생) 1680년대가 되면 후추는 더 이상 최고 수준의 사치품이 아니라 

일반 대중소비품이 되었다. 

후추 이외의 고급 향신료띄 경우 역시 소비 감소의 문제가 있었다. 예 

컨때 정향의 수요는 1620년에 45만-50만 파운드였으나， 1655년에는 40 

만~42만 5천 파운드로 감소했고 1740년대에는 30만 파운드가 되었다.3이 

이런 상황에서 voc는 후추 및 향신료의 생산과 공급을 어떻게 해서 

든지 독접 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말라카에 군사 거 

점을 두어서 후추 거래를 통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인이나 영국 

인과 같은 경쟁자들을 채거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꿈에 불과 

했다. 후추는 워낙 넓은 지역에 걸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곳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기-능했기 때문이다.31 ) 다른 향신료들은 생산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 

는 밀수 행위를 다 막을 수는 없었다. 예컨대 마카사르는 형식적으로는 

네럴란드의 독점 거래 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국， 덴마크， 

중국， 인도， 포르투갈， 프랑스 등 각국 상인들에게 정향， 육두구 등의 거 

래를 하고 있었다，32) 

29) K. Glamann, Dutch Asiatíc Trade, 1620-1740 (Copenhagen: Danish Science Press 
1958), pp. 78-83 

30) Niels Stænsg없rd， “The Growth and composition of the Long-Distance trade of 
England and the Dutch Republic before 1750" in James Tracy ed., The Ríse of 
Merchant Empíres. wng-Dist，α1ce trade in the Early Modem World, 1350-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21-122. 

31) Arun Das Gupta, “The maritime Trade of Indonesia: 1500-1800", in Asin Das Gupta 
and M. N. Pearson 려 , lndia and lndian Ocøα1， 1500-1800 (Calcutta: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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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로서 더욱 힘들었던 것은 향신료 제도(SpÍce Islands)의 강력한 저 

항이었다. voc는 이것을 군사력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억눌렀다. 정향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향의 공급이 세계 

수요의 두 배를 넘길 정도로 과도하게 많아지자 네덜란드언들은 조직적 

으로 정향나무를 뽑아버리는 원정(遠狂)을 감행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 

람들에게는 식량 공급을 끊는 등의 보복을 가했다.33) 

voc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롱해 후추와 향신료 무역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직물 교역은 

사정이 달랐다. 한 마다로 이야기해서 인도의 중요한 직물 생산지를 ‘지 

배’할 수는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 직물 생산과 인도를 강제한 사례가 없 

지 않았지만， 그것은 예외에 속했다. voc는 직불을 공급받는 여러 경쟁 

자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34) 

향신료와 직물 교역의 실제 상황을 보건대 voc가 아시아의 시장을 

지배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유리한 위치를 치

지한 정도에 불과했다. 사실 네덜란드인들이 분명하게 우위를 차지한 요 

소는 선박의 우수성 정도에 불과했다. 아시아 선박들에 비해 유럽 선박 

들이 의장(購裝)과 조정 가능성 (maneuverability )에서 훨씬 큰 우위를 차 

지한 것은 사실이었다，35) 그러나 선박과 항해술의 우위가 곧바로 상업의 

32) Ibid 
33) 정향나무의 제거는 18세기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1716년 한해에만 15만 

그루의 어린 정향나무를 뽑아버렸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향의 공급이 지나치게 김소하 

자 l720년대부터는 새로운 정향 재배 플랜테이션을 설치해야 했다 Ibid. , 1987, p‘268. 
K. Glamann, op.α:t. ， p.92. 

34) H. W. van Santen, “Trade between Mughal India and the Middle East, and Mughal 
Monetary Policy, c.1600-1660" in Karl R. Haellquist, As따n Trade Routes (London: 
Curzon Press, 1991), p.87. 

35) 유럽 선박의 공격을 받을 경우 아시아 배들은 대개 항복해 버리고 말았다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한 갤리온 선에 대한 다음의 서숨을 보라 “a boat fonnidable in armament 
and swift in maneuvering that could serve at the same time as a deadly warship and 
as an efficient merchantman." 이에 비해 아시아의 배는 무장(武裝)이 부적절하든지 아 
니면 아예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경우는 1612년에 영국의 헨리 미들튼 경 (Sir Henry Middleton)이 지휘 
하는 함대가 홍해 앞바다에서 구자라트 상선 십여 척을 나포한 사건이든지， 혹은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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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소위 “보호비용”의 이익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36) 우수한 해군력을 보 

유한 유럽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첫째로 그들 자신이 해적 활동을 

하면서 직접 이윤을 얻는 것 둘째로는 정반대로 다른 해적들에 대한 보 

호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것이었다. 아시아 해적들과 유럽 모험가 

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히자 무굴 제국 황제는 할 

수 없이 유럽의 회사들에게 해군력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예 

컨대 곰브룬(Gombroon) 지사의 추산에 따르면 압바스 2세와 협약을 맺 

은 이후 voc는 페르시아와 무굴 제국을 왕복하는 상품 수송을 대행함 

으로써 매년 2만 플로린의 이익을 얻었다，37) 그러자 다른 인도 상인들 

역시 페르시아 항로에 대해서는 유럽 선박들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유 

럽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이윤을 가져다주었다. voc로서는 이 기회에 자 

신의 상품 운송을 함께 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도 누렸다，38) 

이처럼 voc는 아시아 내에서 시장을 왼전히 장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보충적인 이익(수송비와 보호 비용)을 누리는 정도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구자라트 페르시아 간의 교역을 보면， 네덜란드인들의 시장 

지배율이 제한적이었고 이윤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윤율은 1640년 

처 럼 40%에 이르는 때도 없지 않으나 1651년의 4%, 1659년의 7-8% 처 

럼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평균 이윤율이 40%는 되어야 한다고 

믿는 총독이 “이자 비용과 기타 다른 비용들을 모두 고려하면 우리의 모 

든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고 평가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 

다，39)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 

년에 영국 해적 애버리 (Averγ)가 무굴 제국 황제 아우랑셉의 함선(이 배에는 무려 5백 

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다)을 나포한 사건을 들 수 있다. Om Prakash, “Asian Trade 
and European Impact: A Study of the Trade from Beng머， 1630-1720" in B. Kipling 
and M‘ N. Pearson 떠.， The Age 01 Partnership, Europeans in Asu.z before 
Domination (Hono\u\u: The University Press of Haw없i， 1979), p. 44 

36) 이 개 념 에 대 해 서 는 Frederick C. Lane, Venic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6), passim. 

37) Om Prakash, op. cit. , pp. 46-48. 
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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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트의 교역을 독점하고 싶어 안달했지만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 

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사아 시장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엽적인 요소 외 

에도 정치 。 사회적인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때) 우선 활동적안 아 

시아 상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박한 수준 

에 머물렀던 구자라트 상인들이 인도 - 중동 간 국채무역에서 voε와 

경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현지 시장 상황을 아주 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들 자신이 

소소한 이윤을 얻고도 만족하며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수없이 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여행 경비를 조금이라도 마 

련하기 위해 보따리 상품들을 가지고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말로 

소액의 이윤을 얻는 것으로도 만족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의 포화상 

태를 초래해서 voc에 부정적인 영향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 

응한 voc의 덤핑 정책도 성지순례자들의 보따리 장사에는 먹혀들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굴 제국 황저}의 개업이다. ‘무굴 

제국의 돈주머니’인 중동으로부터 들어오는 귀금속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서 황제는 구자라트 상인들에게 계속해서 서쪽으로 직물을 수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샤 자한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는 귀금속을 더욱 확 

실히 확보하기 위해 황실이 직접 운영하는 상선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수라트 지사에게 10-12척의 선박을 건조하게 하고 이 배들을 가지고 모 

카 및 페르시아와의 교역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선박들”에 상 

품이 충분히 적재되지 않으면 무굴제국 소속이 아닌 배에는 상품을 싣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항해법은 유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 

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아시아에 들어온 유럽 상인들이 얼마나 큰 불확실 

39) Van Santen, op αt. ， P잃. 

40) Ibid. , pp.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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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직변하게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틀은 어쩔 수 없야 

현지 상인들파 협력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만델에 대한 아라 

사라트남의 연구는 유럽 상인들과 인도 상인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41) 코로만텔은 18세기까 

지 네덜란드의 면제품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다. 이 

사업에서 핵심 요건은 믿을 수 있는 인도 상인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렇 

지 않윷 경우 “네덜란드 상인들은 수없이 많은 소상인들을 상대해야 하 

는데 이룹 중 다수는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신용할 수 

없었다 그보다 더 나쁜 일은 “갈수록 지방 상인들이 네덜란드 상인들에 

게 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는 일이다. 주문한 품질에 맞는 직물이 주문 

한 양대로 오지 않았다. 실제로 저급품이 더 고가로 재시되었다… 흔히 

지방 상인들은 직공들의 상품 공급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했으며 그 결 

과 직공들이 가격 수준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지방 상인 

물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결국 voc에게도 손해가 되었다 "42) 

이런 종류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VOC는 지방 상인들의 거래 방식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럽의 합자회사 방 

식을 인도에 전피-하는 것이었다. 1682년 야롭 요리스 피츠(Jacob Joris 

Pits)라는 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인도 상인들이 유럽식의 합자 회 

사를 만들어 운영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쇄) 옴 프라카쉬 (Om 암akash) 

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회사와 인도 상인들 간에 상업 여행 비용을 공동 

으로 출자하기도 하였고 아시아 내의 여러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벌이 

는 인도 상인들에게 VOC가 환어음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44) 

41) S. Arasaratnam,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Its Coromandel Trade 1700-
1740," Bijdragen tot de Taal, Lαìd- en Volkenkunde cxxm, no 3, pp. 332-잃4. 

42) Joseph Jeromme Benning, “Joint• Stock Companies of Coromandel" in Kling and 
Pearson, op. cit. , p. 73. 

43) “ .each group set out the véùue of shares in the company, the names of those 
merchants purchaing shares against the amount of each merchant’s investment, and 
various obligations imposed by membership." ibid.,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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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향신료와 직물 상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를 정리하도록 하 

자. voc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후추와 향신료 교역처럼 일부 지역의 일 

부 부문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부문에서도 

차차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져갔다. 예컨대 후추와 향신료를 확보한 

것이 코로만델의 직물 구입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식이었다. 그리고 여 

기에는 유럽인들의 무력과 항해술의 우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voc가 

아시아에서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 

며， 다만 기존 아시아 상업 체제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뿌랴를 내린 다 

음 점진적으로 그들의 독자적언 상업망을 확대해 나갔다. 

에@ 빽균좀빽 유용 

근대 초 세계화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현상 중의 하나가 세계적 

인 귀금속 및 화폐 유통이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큰 흐름은 은의 

세계적 유통이다 이블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아메리카의 대량 생산， 유 

럽의 중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의 수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의 

‘동진(東進)’ 현상으로부터 각각의 대륙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대단 

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예컨대 최종수요자(end customer)~ 중국의 

거 대 한 수요에 주목하면서 , 중국의 ‘은화(silverization)’가 세 계사적 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과연 중국의 경제 발전에 이것이 어떤 결 

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엄) 

44) Om Prakash, op. cit. , pp. 48-49 
4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라‘ William Atwell, “Intemational BuJJion Flows 

and the Chinese Economy, circa 1530-1650," Past and Present XC; Oenis O. Flynn 
and Arturo Gir려dez ， “China and Manilla Galleons" in A. J H. Latham and Heita 
Kawakatsu 때， japanese Indl• 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Richard von Glahn, Fountain of Fortune: Money α1d 
Monetary Policy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Denis O. 
Flynn and Arturo Giraldez, “Bom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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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하는 voc 역시 이런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voc가 아시아에서 상업망을 형성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귀금속의 유통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동 

성(Hquidity)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는 바， 네덜란드 

는 편협한 중금주의(重金主義 bu11ionism)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 

하게 귀금속을 아시아로 송출했다. 조사이어 차일드 경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한 양의 은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져가서 “펌프를 작동시킨 것”이 

네덜란드의 상업 성공의 한 요인이었다.46) 그렇다고는 해도 네덜란드 역 

시 중금주의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으며 자국의 귀금속을 무한정 

국외 유출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로서는 아시아 내에서 귀금속을 

조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일본의 금속(은， 금， 구리) 생산 및 수 

출이다. 일본에서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금광과 은광이 크게 개 

발되었다가 17세기 중엽에 죄퇴했고 그 대신 이 시기부터 구리 생산이 

증가했다. 광산 개발은 처음에는 다이묘들의 전쟁 준비를 위한 수입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가 강화되면서부터는 군사 문제보다는 

상품 유통용으로 더 큰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비단을 수입 

하고 대신 은을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교역 양상이었다.때) 

일본의 은 수출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추산 

치를 제시하기 힘들지만 여러 방증을 통해 17세기 초 일본의 은 수출이 

연 20만 kg 정도였으리라고 추산한다. 만일 이 추산이 타당하고 또 이것 

in 1571," Journα1 01 W orld Historγ VI, n02; Brian Moloughney and Xia Weizhong, 
‘Silver and the Fall of the Ming: A Reassessment,’ Papers on Far Eastern History 
XL;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재 역리오리엔트~， 이산， 2003 

46) Femme S. Gaastra,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its Intra-Asiatic Trade in 
Percious Meta1s" in Wolfram Fischer et. al., ed., The Emergency 01 World Econonψ， 

1500-1914: Part 1, 1500-1850 (Wiesbaden: F. Steiner, 1986), pp. 97-99‘ 

47) A. Kobata, “‘The Production and Uses of Gold and Silver in Sixteenth and 
Seventeenth-Century Japan," Economic Histoη Review XLill, no.2,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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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세기 정도 지속되었다면 일본의 은 수출은 경제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때)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귀금속’이 일본에서 수출되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6세기와 17세기 초에 일본은 은을 수 

출하였지만 대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금을 수입하였다. 금과 은의 상 

대가치 면에서 일본의 금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1610년대에는 금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지고 오면 60%의 이익이 가능했다. 그러나 10년 

정도 후에 이것이 30%로 감소하고， 1640년경에는 거의 차이가 사라졌다. 

계속되는 귀금속 교역 자체가 귀금속 간 가치 차이를 차차 줄여간 것이다。 

이는 동남아와 일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7세기 초에는 인도차 

이나， 수마트라， 삼 등지의 금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배로 일본에 들어왔 

다. 예컨대 1617년 9월에 아유타야에서 코르넬리스 반 네이 엔로데(Comelis 

van N밍jenroode)가 암스테르담의 voc 본사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아유 
타야의 주재원이 금을 사서 일본에 보냈는데 35-40%의 이익을 보았다 

는 것이다. 이런 기록들을 보변 동남아시아 지역의 금 가치가 아주 낮아 

서 일본과 현격한 차이가 나며 따라서 금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일본으 

로 이동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으로의 금 

수출이 지속된 결과 1640년 경 금과 은의 가치비율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균등해졌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귀금속의 

국제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조정 기능이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증거이 

다49)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국제 시장이 장기적으로 통합되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일본 내 

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 수출이 금지 된 것 이다. 공식 적 으로는 1688년 

부터 일본의 은 수출이 중단되었다.5이 그 후 일본은 은 대신 구리를 수 

48) Ibid , p. 247 이 시기에 일본은 세계 3위의 은 생산 및 수출 지역이었다 
49) Ibid , pp. 254-255 
50)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은 타시로의 주장이다 그는 대마도 소가 문서를 연구하여 

아주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가사키를 통해서는 은이 수출되지 못했지만 ‘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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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했다. 

아시아 내의 구리 교역은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이다. 지금까지 화폐사 

에서는 주로 은과 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결과 이 두 가지 귀금 

속이 전지구적인 화폐 유통아라는 거대서사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그러 

나 구리 역시 원거리 교역의 중요한 품목이었으며， 고액거래가 아니라 

소액거래를 위주로 하는 광범위한 부문 및 계층에서는 오히려 구리가 훨 

씬 더 중요한 의 띠를 띨 수 있다. 

일찍이 글라만은 17-18세기에 voc가 아시아에서 교역을 할 때 일본 

구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51) 앞에서 언 

급한 것처럼 voc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교역보다는 차라리 아시아 내 

여러 지역 간의 상품 유통안 “지방무역 (countηT trade)"을 수행하면서 더 

큰 이윤을 얻었다，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속 

화폐가 펼요했다. 모든 거래가 다 이윤을 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 

의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의 교역이 어떻게든 계속되어 

야 했고， 이럴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리였다. 

일본의 구리 수출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17세기 후반 새 광 

산야 개발되면서 생산과 수출이 급증했다. 연 생산량은 1668년에 9만 피 

컬 (pic띠)， 1700년에 89,000 펴컬에 이르렀다가 그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 

서서 1760-70년대에는 4만 피컬 정도가 되었다， 수출은 주로 voc 혹은 
중국 상인들의 정크선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18세기에 수출량이 줄어 

들었다고는 해도 구리는 일본의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상 

섬 - 조선’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약 60년 정도 더 오랫동안 은이 대량 수출되었다는 

것 이 다. Tashiro Kazui, “Export of ]apan’s Silver to China via Korea and Changes in 
the Tokul‘awa Monetary System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n 
Eddy H. G. van Cauwenberghe ed., Precious Me때s， Coinage and αα1ges 01 
Monetary Structures in Latin .America, Europe and AsÍa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pp. 99-100 다음 연구들도 참고하라. 정성일조선후기 대일무역 J ， 신서 
원， 2대)0; 한명기 r17세기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J ，규장각.i， 15; 류승주조선 후기 
대 청 무역의 전개 과정 J ， 백산학보 8 (1970). 

51) Kristof Glamann, “The Dutch East lndia Company’s Trade in ]apanese Copper, 1645 
-1736," Sαmdinavian Economic Historγ Review,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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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하나였으며， voc는 여전히 구리 거래를 통해 대단히 큰 이윤을 얻 

었다.52) 

일본의 구라는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되어 화폐 주조에 쓰이기도 했지 

만， 일본 구리 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지역 

은 동남아시아였다. 주요 수출 지역은 뱅갈， 실론， 코로만델， 말라바르， 

구자라트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최대 수입처는 코로만델이었다. voc 
는 그 통안 이 지역에서 직물을 사고 그 대금을 금으로 지불해 왔으나 

점차 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신 구리로 지불하게 된 것이다.53) 그렇지 

만 구리 수출 지역은 사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윤 가능성에 따라 계 

속 바뀌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는 유럽과 중동， 18세기 후반에는 인도 

네시아， 중국， 코친차이나 등지로 구리가 수출되었다. 아시아 지역 내에 

서 구리의 수요는 늘 있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일본 구리는 대개 같은 

양이 유통되었다. 다만 최종적으로 구리가 어느 지역으로 송출되는지는 

그 당시의 이윤 가능성에 따라서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가 정했다. 그 결 

과 금과 은의 국제 유통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구리 수출의 이윤도 

균등해져 갔다， 

동남아시아에서 구리 무역을 중개하는 중요한 두 지역은 말라카와 바 

타비아였다. 구리를 선적한 배가 말라카로 가는 경우 다른 동남아 지역 

으로 계속 항해해 가지만 바타비아로 가는 경우 일단 이곳에 하역한 후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때로는 유럽으로까지- 송출했 

다. 흔히 볼 수 있는 거 래 방식은 말라카를 통해서 인도로 구리를 수출 

하고， 인도에서는 면직물을 구입하여 태국으로 수출한 뒤， 태국의 사판우 

드나 사슴가죽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삼각무역이었다. 

이런 상태는 대체로 1760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렵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유럽의 구리를 들여와서 아시아 시장 내 voc의 구리 교역은 종 

52) Ryuto Shimada, “Dancing around the Bride’ The Inter-Asian Competition for 
]apanese Copper, 1700-1760," ltinerario, XXVII no2, pp. 43-44. 

53) lbid ,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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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맞았다. 그때까지 voc의 (귀)금속 유통은 한편으로 그 자체가 상 

당히 높은 야윤을 안겨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 상업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맡아서 했다. 비유하자면 voc의 여 러 거 점 

들이 단지 ‘점’들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선’과 ‘면’으로 확 

대 발전된 데에는 귀금속 유통을 유리하게 장악한 것이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V. 초가 셰계화왜 voc의 의벼 

이상에서 voc의 설립 과정과 이 회사의 아시아 교역을 살펴보았다. 

voc는 1602년 창립과 함께 아시아로 진입해 들어왔다. 이곳에서 이 

회시는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경쟁 세력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기존의 포르투갈 식민 세력을 축출해내야 

했고， 같은 때에 아시아로 들어왔던 영국과 경쟁해야 했으며， 이와 동시 

에 아시아의 현지 세력들의 저항을 눌러 이겨야 했다. voc는 약 50년의 

기간 중 이 일들을 완수하고 아시아 세계에 성공적으로 착근(훌根)했다. 

이 회사는 20여 개의 상관들을 설치하고 바타비아에 본부를 건설한 다음 

대규모의 교역을 수행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은 voc가 아시아에서 

항상 성공만 거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곳에서는 침투하는 데 완 

전히 실패하기도 했고 어느 곳에서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주 큰 곤란을 

겪기도 했다.없)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회사는 중요 지점들 

을 연결하는 매우 큰 규모의 교역망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분 

명하다 

이런 성공을 거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54) 특히 중국， 페르시아， 일본처럼 정치 세력이 탄탄히 조직화되어 있는 곳으로는 전혀 침 
투하지 못하든지 엄격한 제약을 받았다. 일본에서 데시마(出島)라는 작은 인공 섬에서만 

일본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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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른 세력에 비해 무력(武力)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결정 

적이었다，55) 특히 아시아 세력은 이렇다할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voc의 초기 활동을 보면 필요할 경우에 거침없이 무력을 사용 

하며 현지민을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향료 제도에서 현지인 

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정향 무역을 독점해 가는 과정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 영국과 비교해도 이 시기에는 네덜란드가 무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들어오 

는 것을 막아냈다. 이런 점을 볼 때 voc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데에 무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위 ‘스테인스가르드 설’이 이야기하듯 voc의 무력 사용이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폭력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 

가? 이 점에 대해서는 흔히 네덜란드 체제를 포르투갈의 체제와 비교하 

곤 한다. 포르투갈은 카르타스(cartaz: ‘통행증’) 재도를 통해 현지 상인을 

지배하고 이것을 통해 통행세를 받거나 교역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려 했으므로 이는 폭력 기제를 통한 잉여 수취에 불과하다 

는 것이 기존 주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voc 역시 
기본적으로 폭력을 통한 잉여 수취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반대로 포르투갈의 교역 체제가 전적으로 ‘약탈’이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교역 체제가 질적으로 달랐다는 주장 

은 분명 과장이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닮) 그렇더 

라도 분명 ‘정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voc가 구 

축한 시스템에서는 무력에 의한 착취보다는 교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중 

요성을 띠었던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상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은 voc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과 국가가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 

55) G. Parker, Military Revolution,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01 the West, 15(，η~ 
1800, seco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없)， 3-4장을 참조하라. 

56) Sa띠ay Subr삶lffianyarn， The Portuguese Empire in Asia 1500 -1700, A Political αzd 

Economic HistOTγ (New York: Longman, 1993),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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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로델의 거대 담론 체계를 벌어 설맹한다면 서구 자본주의의 성공 

은 곧 자본과 국가가 상호 “긍정적인(positive)"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이 

며 -이에 비해 중국은 국가 즉 황재체제가 자본의 발달을 억압했거나 

대체한 경우라고 보고 있다-- 그 증에서도 네덜란드가 가장 현저한 경우 

라 할 수 있다.57) 이 시기에 네덜란드에는 자본이 대단히 풍부했다. 전통 

적인 분야인 발틱 무역에서 이미 많은 자본 축적이 가능했었고 1잃5년 

안트워프의 약탈 사건 이후 남부 네덜란드의 대자본가들이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북부 지역으로 몰려왔다. voc는 이런 자본을 새로운 기업 방식 

으로 조직화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예전의 

모험조합 방식이 아니라 근대적 주식회사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소액 투자가들이 이 회사에 투자했고 이것을 대자본가-기업가 

계층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자본의 조직화 및 기능을 

돕고 그에 필요한 정비 작업을 한 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자본에 대해 군사와 행정 등의 변에서 도움을 준 데에 머물렀을 뿐， 직 

접 사업을 관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voc는 “무력의 사용 

이 합리적인 이윤 추구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많) 

이렇게 조직된 voc는 아시아에서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포르투 

갈의 아시아 무역 체제는 국가(왕실)의 지나친 개입의 결과 장기적으로 

활력을 상실해 갔다. 즉 포르투갈의 아시 아 식 민지 (Estado da India)는 

“국가의 연장(延長)"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voc는 분명 국가가 

후원하는 “독자적 인 상업 회사”였다.59) 

voc의 형성을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 동향과 관련지어 보는 것 

도 의미있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voc의 형성 움직임이 활기차게 이루어 

졌던 1590년대가 유럽 전반의 불황기 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 

57) 브로델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제2권교환의 세겨l~ ， 제3장을 보라 

58) Niels Steensgaard, “The Dutch East lnclia Company as an Institutional Innovation" in 
Maurice Aymard ed., Dutch αIpitalism and World Capitalism (Carnbridge: Carn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 255. 

59) Jarnes Tracy, πle Polítical Economy, op.cit. ,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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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6세기 내내 장기적인 호황이 지속된 끝에 팽창이 고비를 맞이한 

때이다. 그것은 농업 불황과 그에 따른 상업 및 공업의 2차적인 불황이 

이어지는 전통적인 성격의 것이었다.60) 이 상황에서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서유럽 근대 자본주의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16세기 

경제 성장의 중심축의 하나였던 네덜란드로서는 나머지 유럽 전역의 불 

황 때문에 투자 기회를 갖지 못하고 큰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 

러나 네덜란드는 이 시기에 오히려 과감하게 팽창을 시도했다 1590년대 

에 네덜란드의 상업이 지중해 지역으로까지 팽창해 간 것은 흔히 지적하 

는 바이다.61)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중요 

성을 가진 것이 아시아로의 팽창이었다. voc는 유럽 경제가 한 단계 더 

큰 차원에서 확대 팽창하는 한 중요한 계기였던 것이다，62) 

이처럼 네덜란드 혹은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voc는 대단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아시아， 혹은 세계의 관점에서 voc의 비중은 어 

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스테인스가르드 설은 결국 voc가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교역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교역이 

“구조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포르투갈의 무역 체제는 

기존의 캐러반 체제를 완전히 대체했다기보다는 그것과 적절한 공생 관 

계를 유지한 것에 가깝지만 voc가 주도권을 이어받은 이후 아시아애도 

‘근대적인’ 교역 체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네멀란드는 아직 아시아의 시장망 전체를 변화시킬 처지 

에 있지 못했다. 이 측면에서는 스테인스가르드의 주장은 분명 지나친 

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자본과 권력이 아시아에 본격적 

60) 1590년대는 전유럽적으로 흉작의 피해를 입었다. 주경철재판농노제 연구J，西洋빚따 

究』 제 16집， 1994년 10월， p. 167 및 주 n G. Parker, Europe in Crisis 1598-1648 
(Iρndon: Fontana, 1979), 제1장을 참조하라 

61) F. Braude!, La M없ï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á 1때oque de Philippe II 
(Paris: A. Colin, 1966), vol.ll, pp. 517ff 

• 62) 이스라엘은 네덜란드가 행하던 전통적인 무역， 예컨대 발틱무역보다도 아시아 무역의 
이윤이 훨씬 높았다고 주장한다. ]. IsraeJ, Dutch Primacy in W orld Trade, 1585-1껴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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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를 초래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지배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voc가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에서 대 

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voc의 구성과 활동 양상을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 이 무역이 세계화 

의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원론적으로 어떤 문명권이 다른 지역으로 팽창을 시도한다고 할 때 처 

음부터 그 문명권의 핵심부가 그 팽창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그 문명의 주변부 세력이 우선 나서게 마련이다. 유럽의 경우 포 

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 대륙 내부의 핵심적인 사업망에서 비껴나 있었 

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나서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일부는 이탈리아처럼 과거의 핵심 지역에서 투입될 수 

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새로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 

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그렇듯이 실패의 가능성 

이 더 높았다) 바로 그 때문에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등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아시아의 원격지에 힘겹고 위험한 항해 

를 개척하여 나가서 전쟁과 살육을 통해 이윤을 얻는 모험적인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백년 이상의 경험 끝에 어느 정도 사업 

가능성이 검증되자 중심부 세력들이 뛰어들고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혹은 여타 문명권 사 

이에 변방 세력들의 전초전 혹은 탐색전 수준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상호 

관계 형성이 시작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첫 번째 선두 주자가 다름 아 

닌 voc였다. 말하자면 네델란드는 유럽과 아시아 두 문명 간에 주변부 

간의 접촉으로부터 중심권 간의 더 긴밀한 관계맺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였다. 

그런 점에서 voc는 큰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바로 그 점에서 한계 

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영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오 

히려 장기적으로 영국에 뒤쳐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맞이하였다. 암보이 

나 사건에서 보듯， 네덜란드는 일찍이 무력을 통해 영국 세력을 축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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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그 결과 voc는 인도네시아에 너무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사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향신료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으므로 이런 선 

택이 ‘승리’로 비쳐졌을 터이나， 길게 보변 인도와 중국이라는 더 큰 판 

위에 침투해 들어가서 더 큰 조직화를 이루어내지 못 하고， 향신료라는 

전통적인 품목에 집중한 것이 예덜란드 아시아 교역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voc가 곧 본격적인 세계화를 열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 

나， 오늘날의 세계화의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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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τ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뼈 Asia때 
g。뼈merce: the 원irst Phase of Globaliz융tion 

Kyung-chul Jo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has an objective of examining the first phase of globalization with 

an example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de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 One of the most powerful companies in early modem age, 
the VOε was an important agent of the encounter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t established over twenty branches (“factories") successfully to form 

efficient commcrcial networks on Asian waters. The strong military power was 

surely an important factor which enabled thε VOC to gain a predominant 

position at least within their staying rεgions. According to the “ Steensg없rd 

thesis", the VOC was a typical example of the employment of violence for 

rationa! purpose, that is for the maximization of economic profit, and the 

formation of “positive relationship betwecn state and capital" (F. Braudel). 

Furthermore it was argued that the Dutch penetration caused a “ structural 

change" onto Asian commercial systems. However all these arguments need to 

be reviewed critically. The VOε was not in a position to dominate Asian 

empires and states, but rather insinuated itself into the estab!ìshed commercial 

networks to gain a s뼈rvival base. The take-over of Asian economy by the West 

did not occur unt때 the age of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European states and companies were empower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wield much stronger influence. The VOC was surely a significant step toward 

the present globalization led by Westem powers, but still ofmarginal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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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litary po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