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s Bench｜

해양 문명으로서의 영국 :
항해 민족 형성에서의 경제, 문화 그리고 환경*1)
｜사이먼 빌｜호주 울릉공 대학 경제학부 교수
sville@uow.edu.au
(번역 김주식,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본부장)

<차 례>
Ⅰ. 서론
Ⅱ. 해양사의 개념과 범위
Ⅲ. 지리, 경제, 노동, 정치
Ⅳ. 해양 문화, 레저, 심리학
Ⅴ. 결론 : 썰물

I. 머리말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에 따르면, 문명이란
“특정국가, 지역, 시대 또는 집단의 문화와 사회 및 생활방식”이다.1)
우리는 시간과 지리상으로 서로 다른 문명 사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하고 있을까? 나는 이 논문에서 영국이 16세기 튜더왕조 무렵부
* 편집자 주 : 이 글의 원문은 이 책의 말미에 실려 있다.
1) 때때로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것을 의미하고 미개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포
가 제시되지만, 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의미하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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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극도의 해양문명으로 특징된다고 주장하려 한다. 해운과 바다는 경
제·사회·문화·정치·지리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 영국인의 삶의 모
습에 스며들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 중 어느 것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영국의 상선과 해군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사실이 널
리 인정되고 있었지만, 영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헤게모
니에 전념하게 한 것은 영국이 바로 ‘해양’ 국가(‘maritime’ nation)라는
느낌이었다. 근대 영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명의
여러 분야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 모든 분야가 맡았던 역할이다. 바
다에 대한 사랑과 해양에 관한 모든 것은 메이스필드(John Masefield :
1878-1967)의 유명한 시 <항해열>(Sea-fever)｣에 가장 잘 포착되어 있다.

바다에 몸이 달아 난 다시 바다로 나가야겠네,
그 외로운 바다, 그 하늘로
필요한 건 오직 높다란 배 한 척과 길잡이 별 하나
제어할 수 없는 타륜, 바람이 부는 노래, 펄럭이는 흰 돛,
그리고 바다 위 뿌연 안개와 동터오는 뿌연 새벽뿐 (1902)

‘뿌연 안개(grey mist)’와 ‘외로운 바다(lonely sea)’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을 매력적이고 흥미
로운 특징으로 생각하는 것은 해양국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태도
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나는 영국에서 해양 문명을 형성하고 지속시켜온 해양 활동들의 폭
과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해보려는 의도로 이 논문을 집필하였다.2)

2)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접근의 사례들은 F. Broeze, Island Nation. A History of
Australians and the Sea(St Leonard’s NSW : Allen & Unwin, 1998) ; D. G. Kirby and
M-J, Hinnkanen, The Baltic and the North Sea(Routledge, 200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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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양사의 개념과 범위
해양사(maritime history)는 생전에 가장 중요한 전문가로 간주되었
던 랠프 데이비스(Ralph Davis)가 “배와 보트를 탄 사람들과 그들을 고
용하고 지시하고 또는 그들에게 봉사했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정의한
이래로 거의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3) 데이비스는 선박 소유,
선원 확보, 해운비용 그리고 기술에 관한 미래의 연구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원래 상당히 편협했던 개념을 갖고 있던 그는 다
른 시도를 거의 하려 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해양사 연구는 상선과 해군 두 갈래로 나뉘어왔으며,
특히 유럽과 북대서양 강대국들의 발달에 특히 초점을 두었다.4) 이러
한 접근은 ‘해운, 해군 문제, 항해, 해상무역과 연관되고, 관련되며 또
는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해양’에 대한 옥스퍼드영어사전 의 정
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해양사 개념이 학술적으로 중요하고
인기있는 책들을 계속 발간하게 하지만, 그 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도되어온 분야이다. 넓은 관점을 가장 먼저 지
지한 사람들 중 한 명은 프랭크 브레제(Frank Broeze)였다. 그는 1995
년에 ‘첫번째 단계는 인류와 바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상의 상
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5)
브레제의 판단은 점점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는데, 특히
미국-프랑스 전쟁과 같은 중요한 전쟁 기간에 상업과 해군의 상호작용
3) R. Davis, “Maritime history : progress and problems” in S. Marriner ed. Business,
Economic and Accounting History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78), p.169.
4) John B. Hattendorf ed. Ubi Sumus : the State of Naval and Maritime History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1994)의 기고문들을 보라.
5) Frank J. Broeze, “Introduction” in Frank J. Broeze, ed. Maritime History at the Crossroads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Historiography, Research in Maritime History 9 (St. John’s,
Newfoundlan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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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받아들였다.6) 최근 10년 동안에는 해양사의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나타났다.7)
특히 지난 20년 동안 변화한 것은 ‘해양’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대
양(oceans)과 연안 공동체에 대한 연구로 확장한 것이다. 엑스터
(Exeter) 대학의 해양사 연구 집단은 일찍이 1990년대 중반에 넓게 정
의된 대양자원(ocean resources)에 대해 글을 쓴 일종의 선구자였다.8)
이것은 우리가 해양을 에너지 자원, 양식농업 그리고 생물 탐색
(bioprospecting)9)과 같은 경제 자원으로 더 넓게 이해하려는 것과 일
치한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오염, 종의 상실 그리고 자연재해
의 위험이 해양 문제에 대한 현대적 사고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해양사라는 기준 하에 추가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 모든
분야이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미래의 기회와 도전을 이해하
고 활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초점이 크게 경제적(상업)이자 정치적(해군)
인 것에서 문화, 법, 성별 연구와 종교를 포함한 것으로 대체되고 있
다. 예를 들면, 글렌 오하라(Glen O’Hara)가 최근에 발간한 책은 문화
적인 측면에서 해양사를 연구한 것이었다.10) 광범위한 해양사는 전문
가의 논문들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11) 해양사 관련 주
6) David Syrett는 Shipping and the American war, 1775-83 : a study of British transport
organization (London : Athlone Press, 1970)을 발간하여 선구자가 되었으며, 이 분야에
서 계속 작업했다. 또한 S. Ville, English Shipowning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1770-1830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1987)도 보라. S. Ville은 해군성
(Admiralty)의 수송작업에 대한 London의 상선 소유주들의 공헌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7) John B. Hattendorf, “Naval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26, 1, 2014,
pp.108-109에 있는 훌륭한 논의를 보라.
8) Stephen Fisher, (ed.) Man and the Maritime Environment (Exeter : University of Exeter
Press), 1994.
9) <역자주> 의약용이나 상업용이 될 수도 있는 식물이나 다른 유기물을 찾는 것.
10) Glen O’Hara, Britain and the sea since 1600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2010).
11) 그 예로 L. Paine, The Sea and Civilization : A Maritime History of the Worl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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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학술지들도 주제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데,

국제해양사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의 주제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해양사가 중요한 학제간 연구 분야가 되어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해양사
의 실증적인 폭을 추구하다가 이론적 깊이가 짧아지는 일이 종종 발
생한다고 주장한다.12) 그러나 학제간 연구가 이론적인 엄격성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그러한 연구는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을 합치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 방법론을 전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사의 지리적 확대도 있다. 그에 대한 예로 해변에
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해양 공동체(maritime communities)의 본질을 이
해하는 데 해양적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들 수 있다.13) 하지
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연구에 대한 지리적 초점이 제국을 기억하
는 것에서부터 식민화된 경제와 식민지 인구에 대한 제국의 효과를
더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의 일부
는 역사의 주요 움직임인 ‘대분기(大分岐, The Great Divergence)’를 반
영하고 있다. ‘대분기’는 초점을 보다 넓은 지리적 비교와 국가들 간의
경제·정치적 발달의 상호작용으로 옮기고 있다. 따라서 프라사난 파
르타사라티(Prasannan Parthasarathi)나 다니엘 헤드릭(Daniel Headrick)
같은 사람들의 저서에서는 중요한 해양 요소가 그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14) 조금 수정한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해양력이 경제적 성공
York : Alfred A. Knopf, 2013)를 보라.
12) Daniel Vickers, “Beyond Jack Tar”, William and Mary Quarterly 3rd series, 50, 2, 1993,
p.418.
13) 최근의 중요한 실례는 Peter Maw, Transport and the Industrial city. Manchester and the
Canal Age, 1750-1850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3)이다.
14) D. Headrick, Power over peoples : Technology, Environments and Western Imperialism
to the pres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Prasannan Parthasarathi,
Why Europe Grew Rich and Asia Did Not Global Economic Divergence, 1600-18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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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 역할을 언급할 때 19세기 말 알프레드 세이어 메이헌(Alfred
Thayer Mahan)의 시기로 돌아간다.15) 마지막으로, 해양이 국가 발전에
한 역할을 사회가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에서 자국
의 해양사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있다.16) 따라서 국가 간의 비교 요소
는 해양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지만, 현대 역사학의 중요한 움직
임, 즉 세계사(global history)와 초국가사(trans-national history)와도 관
계가 있다.17) 그러나, 이에 대한 흥미있는 대조는 조슈아 스미스
(Joshua Smith)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는 해양사가 세계적인 숨결을
자주 열망하지만,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역사가 학문적으로 엄격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역사가 깊이있는 분석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국제해양사학술지 에 게재된 것으로서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최
근의 출판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내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흐
름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양학의 폭넓음 그리고 해양사 연구와 관계된 광범위하고 활기찬 공
동체의 존재를’ 드러낸다.19)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양사의 폭
넓음뿐만 아니라 해양사가들의 열린 조직이기도 하다. 이 시기 동안 5
개 대륙의 34개국에서 380명 이상의 저자들이 500편 이상의 논문을
기고했던 것이다.20)
15) A.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the French Revolution and Empire
1793-1812, Vol. I and II (London : I. B. Martson & Company, 1892).
16) 한국을 참조(Korea refs).
17) 그 예로 G. Harlaftis, “Maritime history or the history of Thalassa”, in G. Harlaftis et al,
eds, The New Ways of History (London : I. B. Tauris & Co, 2010)를 보라.
18) Joshua M. Smith, “Toward a Taxonomy of Maritime Histor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25, 2, 2013, p.4.
19) J. Ojala and S. Tenold, “What is maritime history? A content and contributor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1989-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25, 2, 2013, pp.17-34.
20) Ibid,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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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 분야를 통합하는 이처럼 보다 광범위한 개념은 영국
을 해양 문명으로 간주한 나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Ⅲ. 지리, 경제, 노동, 정치
1. 환경의 지리학
영국은 약 1만 8,000킬로미터의 길고 구불구불한 해안을 가진 비교
적 좁은 섬이다. 만약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130여 개의 섬을 추가하
면, 해안선 길이는 3만 킬로미터로 늘어난다. 영국의 해안선은 ‘구불구
불함(wiggliness, 고도의 하우스도르프<Hausdorff> 차원)’으로 유명한데,
이는 비슷한 해안선을 가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국의 해안선이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고 구불구불한 섬이라는 본질은 영국의 어디
에서도 바다가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바다는 어디에서도
110km 이하의 거리에 있다. 항해 가능한 내륙 수로를 추가하면, 물과
의 거리는 더 짧아진다.
영국의 경제는 해상 이동이 수송과 교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던
시대에 충분히 발전했다. 그러므로 물에 대한 접근성은 철도의 도입
때까지 영국 경제의 경쟁력있는 중요한 장점이었다. 19세기 중순에 시
작된 철도의 도입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국가
에서 내륙 경제의 발달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다. 연안 무역은 관세 관
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실로 엄청났
다. 연안 무역은 대량의 석탄, 철, 농산물, 건축 자재, 소형 제조품을
육상으로 수송할 때 드는 경비의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항구에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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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항해 가능한 항구와 보호된 모
래 해변의 급증이 연안무역선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해주었다. 항
만 어귀의 얕은 여울, 바위투성이 해안의 곶들 그리고 사나운 날씨를
무릅쓰고 계속하여 끊임없이 오가는 연안무역선에서 일하는 강인한
뱃사람들은 전시에 영국 해군의 함정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도록 고
용되거나 강제로 징발되는 선원(seamen) 양성소였다.
항구는 지리적인 환경 이상의 것이었다. 항구는 복잡하지만 때로는
큰 행정·경제·사회적 구조물이었다. 연안의 공동체들은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섬나라의 첫번째 방어선으로서 매우 중요했다. 그
공동체들마다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아 외적의 침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이 공동체들에 대한 주의깊은
관리와 규제는 두 가지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선적항(船籍港)들
은 선박이 행정·법·재정적인 목적을 위한 한 단위로 등록되고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되었다. 주요 항구의 법적인 경계 안에서는 수많
은 항구 공동체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따라 발전하였다. 어떻
게 정의되더라도, 그 공동체들의 경제적 중요성은 엄청났다. 그 공동
체들은 무역과 해운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를 생성하였다. 뿐만아니라
목수와 식료품 상인으로부터 중개상에 이르기까지 해양 경제의 모든
재정·구조·안정성·기술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연관성이 크고 보조적
인 직업들에 의해서도 부가 생성되었다. 실제로 상승 효과는 엄청났
다. 한 척의 선박이 항해에 나서려면, 공동체 전체의 도움이 필요했다.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내륙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상류의 하항
(河港, river port)이 선호되었기 때문에, 해양 경제는 대양으로부터 몇
마일 안쪽의 내륙까지 확대되었다. 템즈강을 따라있는 수많은 교역지
와 런던항 같은 현저한 실례들 이외에, 고대와 중세의 중요한 하항들
은 라이(Rye), 헐(Hull), 포위(Fowey), 샌드위치(Sandwich), 게인즈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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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borough), 노리치(Norwich), 그리고 엑스터(Exeter)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18세기부터 시작된 내륙 항해의 발전과 운하 건
설의 내륙의 많은 거주지를 굴(Goole)과 글로스터(Gloucester)를 포함
한 수상수송과 연결시켜 주었다. 강철과 증기시대의 대양항해용 대형
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는 유명하고 기념비적인 맨체스터 운하
(Manchester Ship Canal)가 1894년에 개통되었다. 이 개통에 의해 내륙
의 수로로 들어가기 전에 환적(換積)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맨
체스터의 주요한 산업적 광역도시권은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의 대양
해양경제(ocean-going maritime economy)와 직접 연결되었다.21)
그러나 영국이 해양문명으로 발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세계 지리였다. 북해와 가깝다는 점이 17세기에 영국을 네덜란드라는
무역 강국과 연결시켜 주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무역 강국에 도
전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 점이 발트해 국가들로부터 해운과 건
설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15세기와 16세기에는 지중해의 무
역 중심지에 대한 영국의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와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들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경제 활
동 중심지가 아메리카로, 즉 서쪽으로 이동한 17세기부터는 글래스고
(Glasgow), 브리스톨(Bristol) 그리고 리버풀(Liverpool)과 같은 대서양
연안의 영국 항구들이 이익을 차지하였다. 이 항구들은 18세기가 되자
주요 상업 중심지로 대두했다. 리버풀을 거쳐 19세기에는 맨체스터가
‘방적(紡績) 도시’가 되었다. 영국령 북아메리카(캐나다)는 고갈되고 있
는 발트해 목재 자원을 대신해주었다. 온두라스의 마호가니와 서인도
제도의 설탕은 영국인에게 가구를 공급하고 위(胃)를 즐겁게 해주었
21) D. Farine, The Manchester Ship Canal and the rise of the Port of Manchester, 1894-1975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0). 이 운하와 관련된 초기의 발전도 인
정되어야 할 것이다. P. Maw, Transport and the Indusrial City. Manchester and the
Canal Age, 1750-1850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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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산업 확장에서 제
한된 육지 공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경제성과의 변화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인 포머런즈(Pomeranz)
의 대분기(大分岐, Great Divergence) 는 더 나아가 식민지화된 북아
메리카가 영국인 식단과 산업용 연료에 ‘보이지 않는 지분(ghost
acreage)’을 제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22)
18세기와 19세기 초에는 탐험가들이 더 먼 대양을 횡단하여 항해했
다. 당시 호기심이 많고 항해 경험이 있는 해양탐험가들을 멀고, 알려
져 있지 않고, 해도에도 없는 해안선까지 데려다준 것은 북동연안 항
구들에서 건조된 튼튼하고 짧은 연안항해용 선박이었다. 쿡(Cook)이
영국 함정 인데버호(HMS Endeavour)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로 항해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배는 전에 휘트비(Whitby) 석탄선 얼오브펨브록
호(Earl of Pembroke)였었다. 양모와 밀가루 수송선, 나중에는 냉장된
고기와 버터 수송선은 19세기와 20세기 영국의 식단과 의복에 훨씬
엄청난 풍요로움을 제공했다.

2. 경제 발전
석탄은 영국의 경제적 우월한 위치에 대한 포머런즈의 설명 중 두
번째 구간에서 언급되었는데, 이전의 많은 저자들은 영국이 경제적으
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석탄의 역할 덕분으로 생각했
다.23) 포머런즈가 주요 비교 국가로 선정한 중국인들도 석탄을 갖고
22) K.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23) R. Church, The History of the British Coal Industry, Vol. 3 : 1830-1913, Oxford :
Clarendon Press, 1896 ; P. Deane, The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E. A. Wrigley, Continuity, Chance and Chan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G. Clark and D. Jacks, “Coal and the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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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하지만, 영국이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요 경제 발전 지역
에 위치한 거대한 해양 역량(maritime capability) 때문이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강인한 뱃사람들이 배치된 대형 석탄선들로 이루어진 연안
선단은 뉴캐슬(Newcastle)과 선더랜드(Sunderland)의 탄광으로부터 영
국의 여러 지역들 특히 런던으로 석탄을 운송했다. 런던항(‘Pool’로도
알려져 있다)에는 효율적인 화물 배달과 선박 운항(turnaround) 체계를
고안하였다.24) 템즈강변의 별로 대단치 않은 뱃사람이었던 마이클 헨
리(Michael Henley)는 확대되고 있는 산업에서 사업 성공의 기회를 알
아 본 진취적인 개인에 대한 중요한 사례였다. 한 세대보다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마이클(Michael)과 그의 아들인 조셉(Joseph)은 템즈강변
의 와핑(Wapping)에 런던에서 가장 큰 해운기업 중 하나를 설립하였
는데, 선주(船主)라는 직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최초의 회사 중 하나
였다. 해양활동,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치, 이 세 가지의 연결을 보여
주는 헨리 가문은 옥스퍼드 근처에 있는 워터페리(Waterperry)의 조지
안 맨션(Georgian mansion)에 남아있는 시골집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
을 투자했다. 마이클의 손자인 조셉 워너 헨리(Joseph Warner Henry)
는 1850년대에 정부의 요직이었던 무역성(Board of Trade) 장관이 되
었다.25)
그러나 경제발전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가치는 석탄을 훨씬 넘어선
다. 영국의 해운 산업에서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혁신의 과잉은 국내
외 무역을 확장할 수 있는 원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의 대변
혁을 일으켰다. 우리는 19세기에 발생한 목재와 돛에서 금속과 증기로

Revolution, 1700-1869”,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11, (1), 2007.
24) Raymond Smith, Sea-coal for London : History of the Coal Factors in the London
Market (Longmans, 1961).
25) Simon Ville, English Shipowning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Michael Henley and Son,
London shipowner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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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은 개선된 선박 설계,
더 빨라진 항구의 하역, 개선되고 더 집중된 사업 관행 등을 통해 이
전 세기부터 향상되어 왔다.26)
알프레드 임라(Alfred Imlah)는 해운이 19세기 영국의 대외 계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되도록 벌었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중한
수익을 어림잡아 추정했다.27) 이것이 런던, 리버풀, 그리고 확장 중인
다른 항구들의 선주와 무역업자들에게 가져다준 이익과 부는 특히 연
결된 내륙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던 산업에 재투자되었다. 그 내륙지역
들은 약삭빠른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사업공급망을 가질 기회를 약속
하였다. 해운은 많은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던 쇠, 철, 증기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19세기 기술혁신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운업
과 조선업은 많은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생산요소 수요(demand for
inputs)를 창출하였다. 자신들의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빠른 운항
(turnaround)이 필요한 더 큰 증기선을 편리하게 운용하고 귀중한 화
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18세기 말부터 항구 기반 시설에 대해 이루
어진 엄청난 투자는 19세기 내내 대규모 제조업과 도시 정착지의 기
획과 건설에 선례가 되었다.28)
비공식적인 경제나 지하 경제는 해양 활동의 중요성을 국가의 공식
적인 회계 이상으로 상당히 확대하였다. 대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불

26) 그 예로 C. North Douglass, “Ocean Freight Rates and Economic Development 17501913”, Journal of Ecnomic History, 18, 4 (Dec. 1958) ; S. Vill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he English Shipping Industry : the North-East Coal Trade, 175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39, 3 (Aug. 1986) ; C. Knick Harlet, “Ocean Freight
Rates and Productivity, 1740-1913 : The Primacy of Mechanical Invention Reaffirmed”,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8, 4 (Dec., 1988)를 보라.
27) A. Imalah, Economic Elements in the Pax Britannica. Studies in British Foreign Trade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 1958.
28) J. Jarvis, Liverpool. A history of the Great Port (Liverpool : Liverpool History Press,
2014)는 항구의 기반 시설과 기획에 대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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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고 의심스러운 많은 활동은 정부와 집행 기관에 의해 탐지되지
않았다. 공해(公海)에서의 해적질 이외에29) 밀수와 ‘해난구조’도 의심
할여지없이 영국처럼 길고 외진 해안선을 가진 국가에서는 해양 활동
의 총량에 많이 추가되어 있었다. 사실 사나포 행위(privateering)는 타
국 선박 나포면허장(letters of marque)의 발행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가
된 적함대에 대한 일종의 해적 행위였다.30)

3. 해양 지배
해양 분야는 정부 정책에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 해양을 통한 적 침
입으로부터의 방어를 강화하고픈 바람은 국가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과 많은 상륙지점들은 무역인뿐만 아니라 외
국 침입자들에게도 침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의 격파가 효과적인 해상방어(naval defense)의 시작이
었다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몇 세기 동안 강력한
해군을 만드는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니콜
라스 로저(Nicholas Rodger)가 매운 인상깊게 자세히 증명해 보였다.31)
토머스 안(Thomas Arne)이 작곡한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의 애
국시 ｢브리타니아여 지배하라(Rule Britannia!, 1740)｣는 ‘해안을 지배하
는 것’에 대한 영국의 자신감과 결단력이 반영된 것이다.
29) Glen O’Hara, Britain and the sea since 1600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2010),
pp.40-64.
30) 이것은 사략가(privateer)로 알려진 선박 소유자에게 적선의 나포를 허용하는 일종의 정
부 허가장이었다. D. J. Starkey, British Privateering Enterprise in the Eighteenth Century
(Exeter : University of Exeter Press, 1990).
31) N. A. Rodger, The Safeguard of the Sea : a Naval History of Britain, Volume 1,
660-1649 (W. W. Norton & Company, 1997) ; N. A. Rodger, The Command of the
Ocean : a Naval History of Britain, Volume 2, 1649-1815 (W. W. Norton & Company,
200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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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안에 대한 정치적 지배도 또한 경제력에 달려있었다. 게
다가, 영국 식민지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탄력성은 전반적으로 지
정학적 전략에 중요했다. 이러한 동기를 염두에 두고서, 항해법
(Navigation laws)이 1651년에 통과되었다. 이 항해법은 식민지 무역을
영국 선박에게 맡기고 제3세계의 선박을 다른 무역에서 효과적으로
배제시켰다. 외국 선박들은 연안 항해를 반대하는 영국의 전통적인 관
행 때문에 영국 해안을 따라 교역할 수 없었다. 제국의 비공식적인 세
력권은 지구의 멀리 있는 지역과의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무역 특허
회사들(chartered trading companies)’에게 허용함으로써 17세기에 확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나 허드슨만회사
(Hudson Bay Company)와 같은 조직들이 대영제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준군사조직이 되어 충분한 ‘수익’을 얻게 해주었다. 동인도선(East
Indiaman)으로 명명된 선박은 경제·정치적 이익을 모두 보호하기 위
해 설계된 대형 무장 상선이었다. 영국의 해운업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부터 얻은 실제 이익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상선은 혜택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이익을 냈으며, 영국의 해양 문
화(maritime culture)도 더 만개하게 만들었다.
해운 산업의 강력한 로비가 이 법률을 지지하면서 커졌지만, 해양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무역인들은 매우 다른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외국 선박을 배제하는 것이 화물 운송 요금을 올릴 것이고, 따
라서 경쟁력을 없애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거의 19세기가 되었을 때
자유무역 운동의 대두와 몇 차례에 걸친 심각한 경제적 침체–특히
1833년과 1844년–가 입법자들의 마음을 짓눌렀으며, 그 결과 항해법이
1849년에 폐지되었다.32) 특수하고 이익이 아주 많이 나는 무역에 대해
32) S. Palmer, Politics, Shipping and the Repeal of the Navigation Law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0). 식민지 무역은 1820년대에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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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도회사 같은 허가받은 무역회사에게만 주던 독점권도 이와 유사
한 정서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 산업과 그것의
정치·경제적 역할에 대해 국가가 그린 명확한 그림은 광범위한 해양
입법과 규제를 계속해나가는 것이었다. 특히 일련의 상선조례를 계속
해서 만들었는데, 선박의 제한, 합법적인 항구의 구조 조직, 그리고 해
상에서의 안전과 같이 다양하게 문제되는 산업관련 조례를 차례로 만
들었다. 해양 분야는 항해관련 패킷서비스(seagoing ‘packet’ service) 운
영자들에게 지불되는 보조금을 통해 개발의 도구와 식민지와의 소통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4. 해상에서의 인적 자본
선상 작업에 대한 중요한 에세이 모음집의 제목인 물에 젖은 노동
자(Working Men who Got Wet) 는 해상노동자(maritime worker)가 직
면하고 있는 많은 곤경들 중 한 가지를 조명하고 있다.33) 해상노동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옥에서 부자연스러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선원
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배에 있다는 것은 익사할 가능성이 있는 감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상노동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상당
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다.34) 손튼(R. H. Thornton)은 영국 해운사의
실례를 들면서 날카롭게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빠르
게 항해하는 전장범선(full-rigged ship)은 인간에 의해 지금까지 발명된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여행
33) Working men who got wet : Proceedings of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tlantic
Canada Shipping Project, July 24-July 25 (St John’s Newfoundland : Atlantic Canada
Shipping Project, 1980).
34) James Boswell, The Life of Samuel Johnson (London, 179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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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흔히 악몽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35)
일부 사람들은 계속하여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이나 집에서
떨어져있고, 몇 사람은 이처럼 물에 잠기기 쉬운 축축한 감옥에서 자
기 인생의 많은 기간을 보냈다. 이처럼 실망스런 모습은 메이스필드
(Masefield)가 자신의 시에서 해양 세계(maritime world)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문화적인 묘사와 실제 해
상 생활 사이의 대조일까 아니면 반박일까? 해상 생활이 그렇게 끔찍
하다면, 가장 절망적인 사회 구성원들만이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일까? 분명히 이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 계층의 영국
인들이 상선이나 왕립 해군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위험,
부담, 구속에도 불구하고, 계절과 기후 같은 문제 때문에 우여곡절 끝
에 특히 시골에서 일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에 해상관련 취업
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임금을 보장해주었다. 선원이 바다에 나가있는
동안에도 항구에 있는 선주들은 그 선원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불했다.
선박을 잃었거나 선박을 버리고 이선(離船)했다는 소식이 없으면, 해
상노동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계급 승진을 약속해
주었다. 많은 선장의 서신이 보여주듯이, 읽고 쓰기를 잘 못하는 것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것도 그가 승진에서 배제되는 원인이 되지 않
았다. 그러나 훈련은 중요했다. 견습생활을 해야 했으며, 또한 항해술,
회계술, 목수 기술, 선박 조종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 훈련을 추
가로 받아야했다. 게다가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어린 견습생들은
풍부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선상 생활을 통해 더 많
이 성장할 수 있었다.36)
35) R. H. Thornton, British Shipp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5).
36) J. Humphries and T. Leunig, “Cities, market integration, and going to sea : stunting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early nineteenth-century England and Wales”, Economic History
Review 62,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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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노동은 분명히 강한 근육질 분위기를, 특히 일반적으로 요구되
는 육제적인 힘을 물씬 풍긴다. 그러나 해양국인 영국은 여성이 일하
는 곳이기도 했다. 여성은 선박 위가 아니라도 생선 뼈를 발라내는 일
그리고 그림즈비(Grimsby) 같은 항구에서 대형저인망어선의 그물을 만
들고 수리하는 것 등 항구에서 하는 활동에 매우 능수능란했다. ‘폰투
니트들(pontoonites)’37)로

불리던

그들은

그림즈비

항구의

폰툰

(pontoon, 해상플랫폼)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1880년대에
여성 축구팀을 가장 빨리 만든 것을 포함하여 남성의 영역에 들어갔
으며, 일부 남자들은 이 사실에 원통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헬렌 두
이(Helen Doe)의 최근의 저서도 해운 투자와 선박 건조 사업 관리와
같은 보다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해양산업 영역에서 여성이 기여한 사
실을 표면화시켰다.38) 동시에 보통 그 산업은 남성 주도였으며, 그 산
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항구 도시들은 계속하여 몇 달 동안 바다에 나가있었던 남성
뱃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했던 사창가의 창녀가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선박은 여성대명사로 호칭되었다. 선장들은 선박에 대
해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형성했는데, 배를 ‘나무로 된 아내(wooden
wife)’로 표현했다.
다른 형태의 인적 자원도 해상에 많이 있었는데, 그 예로 많은 사람
들이 주저하는 해상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노예무역가들은 1807
년 노예무역이 폐지되기 전에 브리스톨과 리버풀에서 활동하였다. 전
시에는 ‘강제징집대’(press gang)가 능력있는 뱃사람뿐만 하니라 ‘풋내
37) <역자주> 영국의 그림즈비 축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먹고사는 바보들이라는 뜻
38) Helen Doe, Enterprising Women and Shipp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Boydell &
Brewer, 2009) ; “Waiting for her Ship to come in : the Female Investor in Nineteenth
Century Shipping”, Economic History Review, Vol. 63, No 1, Feb 2010 ; Helen Doe,
“Travelling by Staying at Home : Women in Small Ports and their Overseas Connection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30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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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도 왕립해군으로 강제 징집되었다. 이주민들은 해상 여행을 덜
주저했으며, 때로는 매우 필사적이기도 했다. 기근 때문에 도망치고
또한 1840년대의 임금 하락을 기회로 삼은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행운
을 찾아 또는 최소한 절망적인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리버풀을 거
쳐 신세계로 갔다.39) 그들의 대서양 횡단 경험은 행복한 기억이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은 수입 무역의 회송 운임을 내고 낡고 축축한 목
재선에 자주 쑤셔 넣어져 있었을 것이다. 감옥으로 쓰이던 낡은 템즈
강의 폐선들에 빽빽하게 실려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송되었던 런던 죄
수들도 장시간 동안 해상에 있었던 것을 즐겁게 회상했을 것 같지 않
다. 특히 역사가들에 의해 ‘물에 떠있는 사창가(floating brothel)’로서
언급될 정도로 1789년의 악명높은 레이디 줄리아나호(Lady Juliana)를
타고 항해한 여성 죄수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40) 해상에서 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민들은 정착민 경제의 급속한 지리적 경제
적 확장의 기초를 다졌는데, 그들의 생활 수준은 19세기 후반 이전의
대영제국을 뛰어 넘었다.41)
더 빠르고 공간이 더 많은 증기선으로 여행하는 승객은 19세기 후
반에 증가되었으며, 20세기의 전반기에 정점에 올라 항공 여행이 도래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화이트스타(White Star)와 큐나드(Cunard)는 특
히 이 무역과 관련된 매우 경쟁이 심한 북대서양 항로의 주요 회사들
이었다. 비교적 여가를 즐기는 여행과 쾌적한 공간이 시장에 나왔다.
시설이 사회 계층에 따라 점점 구분되었고, 이 때문에 며칠동안 계속

39) John Killick, “Transatlantic steerage fares, British and Irish migration, and return
migration, 1815-60”, Economic History Review, Vol. 67 (1), 2014.
40) Sian Rees, The Floating Brothel : The Extraordinary True Story of an Eighteenth-Century
Ship and Its Cargo of Female Convicts (Hachette Books, 2002).
41) J. Madsen, “Australian economic growth and its drivers since European settlement”, in S.
Ville and G. Withers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Australia (Melbourn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fig. 2.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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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게 된 사람들의 사회·문화·경제적 상호작용이 촉진되었고,
다른 여행객들과 교류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42)

Ⅳ. 해양 문화, 레저, 심리학
1. 해양 레저
항해 생활이 힘든 노동과 죽음의 위험을 연상시킴에도 불구하고, 영
국인들은 여전히 바다를 레저 활동을 하는 곳으로 보았다.43) 아이러
니하게도, 집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대중의 능력과 바람을
유발시킨 것은 사람이 너무 붐비고 비위생적인 산업 도시가 19세기에
확장되고 철도가 출현한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해안을 전원의 목가적
인 장소라기보다는 건강에 좋은 바다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레저 장
소로 보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여행사 직원인 토머스 쿡(Thomas
Cook)은 빅토리아시대인 1840년대에 영국의 해변 휴양지로 가는 여행
의 상업적인 가능성을 알아차린 최초의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44) 유
명한 휴양지로는 블랙풀(Blackpool), 스케그네스(Skegnness), 램즈게이
트(Ramsgate), 스카버러(Scarborough), 랜디드노(Llandudno) 그리고 브
라이튼(Brighton) 등이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영국 해안을 따라 있는
전통적인 항구 공동체들에 흩어져있는 해변가 타운으로 등장했다. 연
안 증기선들은 글래스고(Glasgow)에서 클라이드 내포(Frith of Clyde)의
42) G. P. Gladden, “Marketing ocean travel : Vunard and the White Star Line, 1910-1940”,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35, 1 (June 2014).
43) H. E. S. Fisher (ed.), Recreation and the Sea (Exeter, 1997).
44) J. K. Walton, The English Seaside Resort : a Social History 1750-1914 (Leicester, 1983) ;
Alain Corbin, The Lure of the Sea. The discovery of the seaside, 1750-1840 (Lond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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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와 같은 목적지들로 관광객들을 데려왔다. 비록 오스트레일리
아처럼 따뜻한 기후에서 서핑과 해난구조를 즐기는 문화는 정확히 아
니지만, 영국인들은 비치크리켓, 당나귀타기, 부두 산책, 우천시 실내
놀이 센터, 야간 ‘조명’, 즐거운 엽서 보내기, 값싼 ‘하숙집’ 숙박, 라이
브쇼 극장, 사교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휴일 캠프 … 방풍림의 보호
를 받는 일광욕 등을 통해 예측하기 힘들지만 시원한 여름을 가장 잘
보냈다. 가장 활동적인 휴가객들은 범선대회(보트경주)와 낚시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상에서 여가를 더 즐길 수 있는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산업은 19세기 후반에 초기 단계였는데, 오리엔트기선회
사(Orient Steam Navigation Company)와 같은 회사들이 운임률과 해운
수요가 낮아질 때 선박 운용의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켰다.45)

2. 해양 문화와 심리적인 행복
영국의 해변가 휴양지를 연구하는 중요한 학자인 존 월튼(John
Walton)은 해변가 휴양지를 영국의 문화 수출(cultural export)이라고
말한다.46) 분명히 단순하기는 하지만, 해안가에서 여가 시간 보내기
(coastal pastimes)의 중심에는 풍경, 냄새, 소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
정·육체적 행복감 같은 해양 상태에 찬사를 보내는 기본 태도가 있
었다. 해안가의 광활하고 끝이 없는 자연은 억압과 역경 및 단조로움
으로부터의 해방감, 탐험, 발견,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때로는 신비

45) D. M. Williams, “Market Pressures and Innovation : the Orient Steam Navigation Co.
and the Development of Pleasure Cruising, 1888-1900”, The Northern Mariner / Le marin
du Nord, X, No. 4 (October 2000), pp.1-12.
46) J. K. Walton, “The seaside resort : a British cultural export”, http://www.history.ac.uk/
ihr/Focus/Sea/articles/walt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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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과 신화에 대한 약속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계속 변화되는 분
위기와 어두운 면도 또한 월튼의 묘사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감정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강한 해양 분위기를 유지해온 영국의 시각 예술과
문학에 깊이 새겨져 있다. 18세기와 19세기의 낭만주의 운동은 새로운
산업 시대에 저항했다. 그 예로, 화가 필립 제임스 드 루테르부르
(Philip James de Loutherbourg)는 ｢콜브룩데일 야경(Coalbrookdale by
Night, 1801)｣을 그렸고,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어둡
고 사악한 방앗간｣–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이라는 작
품을 발표했다. 낭만주의는 몇몇 화가와 저자들이 바다에 대한 이상적
인 관점을 갖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때로는 매우 야만적으로 묘
사되는 현실주의가 주요 관점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영국이 17세기 말에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네덜란드를 능가하기 시
작하면서, 시각 예술과 문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가 해양 경제와
정치과 함께 발전했다. 이 발전은 해양화(maritime paintings)에서 압도
적으로 나타났다. 찬사를 받던 네덜란드 해양화가들은 네덜란드 화단
을 지배하고 있던 판 더 벨더(Van de Velde) 가문의 주도하에 17세기
후반에 영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이후 3세기 동안 영국
해운에 대한 엄청난 기록화들을 그렸다. 그들은 영국 화단에 합류한
친영국 성향의 외국인들 중 최초의 인물들이었다.
사무엘 스코트(Samuel Scott, 1701/2-1772)와 피터 모나미(Peter Monamy,
1681-1749)는 18시기 초 영국의 현대 해양화가 중 첫 번째 세대를 이
끌었다.47) 그들의 그림은 해양 활동에 대한 낭만주의적 관점이라기보
다는 주의 깊게 세부적인 것을 묘사했다. 낭만주의적 그림으로 시작한

47) 이 분야의 해양화가들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E. H. H. Archibald, Dictionary of Sea
Painters (Woodbridge : Antique Collector’s Club, 1980)에 있는 참고문헌 항목에서 인용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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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 세르(Dominic Serres the Elder, 1722-1793)는 좀 더 현실적인 스
타일을 곧 익히기 시작했다. 그가 조지 3세(George III) 왕에게서 해양
화가(marine painter)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받게 된 것은 해양 미
술(marine art)의 공식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18세
기 후반이 되자, 로버트 도드(Robert Dodd, 1748-1815), 니콜라스 포코
크(Nicholas Pocock, 1740-1821), 토마스 화이트콤(Thomas Whitecombe,
C.1752-1824) 등은 영국 해군의 유명한 승리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다.
유명한 해전에 대해 의뢰받은 예술 작품이나 신형 첨단 선박의 진
수는 따라서 그 당시 사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홍보의 도구이자 기념
행사였다. 화이트콤은 1793-1817년 대영제국 해군의 업적(The Naval
Achievements of Great Britain from 1793-1817) 이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출판하기 위해 전면삽화 50장을 만들었다. 반면에 포코크가 웅장한 조
감하는 듯한 스타일로 그린 ｢채텀 조선소(Chatham Dockyard, 1790)｣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군성과 왕립해군이라는
매우 강력한 자원의 냉혹한 상징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림은 많은 평범한 개인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관
찰한 해양 세계를 묘사하려는 진정한 바람의 산물이었다. 어떤 사람은
가혹한 해상 생활을 낭만적으로 묘사했고, 전에 뱃사람이었거나 장교
였던 사람은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자
신의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윌리엄 라이오넬 와일리
(William Lionel Wyllie, 1851-1931)는 그러한 일상적인 장면을 그렸다.
그가 적절하게 제목을 부친 ｢고역, 광휘, 때, 그리고 부(Toil, Glitter,
Grime and Wealth, 1883)｣는 템즈강 바지선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가치를 깊게 이해하면서 ‘근면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그린 작품이었다. 19세기가 되자, 비천한 출신의 많은
‘장인’ 화가들(‘artisan’ painters)이 항해 기간의 여가 시간에 그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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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5파운드나 그 이하로 지역민들과 휴가객들에게 ‘요행수’로 팔고
싶어 많은 화폭을 내놓았다. 많은 사람들은 요크셔(Yorkshire)의 굴
(Goole) 항구 출신인 루벤 채플(Reuben Chapell, 1870-1940)처럼 선박
초상화(ship portraiture)라는 인기있는 장르에 초점을 맞췄다. 해상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화가들에게 반드시 방해요소였던 것은 아니었다. 존
프레이저(John Fraser, 1858-1927)는 두 명의 형제를 바다에서의 익사
사고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양화를 그렸다. 해양화가의 인생
이 선원의 인생처럼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가는 경로 역할을 한 경우
도 있었다.
해양 장르가 모든 화가에게 적합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찬사를 받
고 있는 터너(J. M. W. Turner)는 해양에 대한 묘사하는 작업을 힘들
어 했다. 해군의 초기 증기선과 낡은 범선을 도움을 받아 묘사한 ｢전
함 테메레르호(The Frightiny Temeraire)｣는 좋은 생각을 갖게 했지만,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을 그린 장면은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널리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해양화가들은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많은 화가가
끊임없이 작업하여 문자 그대로 수천 점의 작품을 뒤에 남겼음에 틀
림없다. 그들은 해양역사가들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의 아이템의 작품
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니치(Greenwich) 국립해양박물관(NMM)과 같은
중요한 수집가들을 위해서도 뛰어난 시각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 예
를 들어서, 17세기에 해운기술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시각 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특히 판 더 벨데 부자(Van de Veldes)의 작품은 우리가
18세기보다 17세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보존 선박, 선박
모형, 선상 유물, 입체 모형, 서신 등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많은
다른 시각적 유물들은 항해 문화(seafaring culture)를 강화하기 위해
영국에 점점이 흩어져있는 거의 300개의 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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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메이스필드(Masefield)의 ｢바다의 거품(Seafoam)｣ 그리고 영국에서
낭만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새뮤얼 콜리지 테일러(Samuel Coleridge
Taylor)가 글로 쓴 신비주의적인 작품 ｢늙은 선원의 노래(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1798)｣가 제시했듯이, 해양에 대한 더 낭만주의적
이고 이상적인 관점이 우리 문학의 일부 코너들에서 나온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을 것이다. 바다는 삶과 죽음의 심오한 문제에 대한 앨프
리드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92)과 같은 시인의 감정을 깊숙이
휘저어 놓았다. 그가 83세에 사망하기 3년 전에 쓴 ｢모래톱을 지나며
(Crossing the Bar)｣는 영생으로 가는 것에 대한 형상화로 가득 차 있다.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들려오는 어두움이여!
떠나가는 내 배의 닻을 올릴 때
이별의 슬픔일랑 없길 바라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지나
나 주님 뵈오리 직접 뵈오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해적 이야기는 스티븐슨(R. L Stevenson)의 보물섬(Treasure Island,
1883) 처럼 매혹적이고 신비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배리(J. M.
Barrie)의 피터팬(Peter Pan, 1911) 은 세대를 가로질러 많은 청중에게
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의 요소도 또한 강하게 나타나
48) http://www.scarboroughsmaritimeheritage.org.uk/maritimemuseumsuk.html을 보라(2016년
10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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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윌리엄 팰코너(William Falconer(1732-69)는 1762년의 자신의
시 ｢난파선(Shipwreck) 에서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을 매우 생생
하게 묘사했다. 그가 그로부터 7년 후 프리깃함 오로라호(Aurora)가
침몰했을 때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해
양 소설의 강한 전통은 18세기부터 프레데릭 매리어트(Frederick
Marryat, 1792-1848)와 같은 작가들에게서 발전했는데, 그는 자신이 해
군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설로 썼다. 기회주의자적인 프랭크 마일드메
이(Frank Mildmay)가 해군 계급의 승진에 대해 보여주는 성격을 묘사
한 부분은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
다. 폴란드인 망명자이자 당대의 문학계에서 거인 중 한 명으로서 전
직 선장이며 강력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보여주었던 조셉 콘래드
(Joseph Conrad, 1857-1924)는 영국에서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함
축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힘을 포착하기 위해 어떤 작가보다도 더 많
이 노력했다. 그디니아(Gdynia)에 있는 그의 기념비에는 이것이 그의
소설 로드 짐신(Lord Jim) 에서 나오는 인용구를 이용하여 비판적으
로 새겨져 있다. “해상 생활보다 더 매력적이고,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며,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다.” 그의 작품은 매리어트의 작품처럼
때때로 정부 정책과 사고에 비판적이다.

어둠의 한복판(Heart of

Darkness, 1899) 은 정복하고 있는 국가와 인종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월성에 도전했다. 마지막으로 길버트(Gilbert)와 설리반
(Sullivan)의 유명한 오페라인 군함 피나포어함(HMS Pinafore) 은 해군
근무의 경험이 없지만 ‘여왕 해군의 지배자(the Ruler of the Queen’s
Navee)’가 된 조지프 포터 경(Sir Joseph Porter)처럼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간 개인들이 한직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풍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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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썰물
글렌 오하라(Glen O’Hara)는 최근에 발간된 자신의 서적 1600년 이
후 영국과 바다(Britain and the sea since 1600) 에서 20세기를 영국의
해양 지배(maritime dominance)가 쇠퇴하기 시작한 썰물 시기로 언급
하고 있다.49) 세계적으로 해운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해양강국들 사이
에서 영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과 같은 사실들은 함께
나타나 해양국가로서의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문화적 토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찰스 페일(Charles Fayle)은 80년 전에 발간된 자신의 획기적인 책에
서 해운업을 중요한 세계적인 산업으로 묘사했다.50) 해운업은 최소한
3세기에 걸쳐 영국 경제와 세계의 경제가 발달하는 데 중심에 있었음
에 틀림없다. 그가 이렇게 언급했을 때, 해운업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를 통합하는 주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도로, 항공 그리고
전기통신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해양 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구
불구불한 해안선이 현대의 도로와 철도 시스템에는 단점이다. 오늘날
해운업은 많은 양의 산업용 원자재의 주요 해양 수송 수단으로 남아
있지만, 후기 산업 경제를 지배하는 육상 기지의 서비스 분야는 사람
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다양한 전기 통신 기술에 의한 이미지 전송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 사람들과 정보는 점점 더 바다를 통해 장거리
를 이동하고 있다. 영국 해안가 휴양지의 문화적 아이콘은 1970년대
이후 국제 항공 여행의 광활함, 편리성 그리고 비용 경쟁의 일환으로
해외로 가는 휴가에 항복해 버렸다.
49) Glen O’Hara, Britain and the sea aince 1600 (Basingstoke and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0).
50) C. E. Fayle, A Short History of the World’s Shipping Industry (London : Allen & Unwin,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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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력한 해군과 산업 강대국의 등장이 영국 해군의 지배를 압
도해버렸다. 영국 해군을 그렇게 만든 강대국은 원래 독일과 미국이었
지만, 최근에는 중국도 끼어들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와 같은
저비용 해운 국가의 등장은 영국 해운업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조선업
도 일본과 한국과 같은 신흥 산업 국가들의 활동에 의해 상대적으로
쇠퇴해갔다.
아마도 해양국가로서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했었을 17세기
후반기의 네덜란드처럼, 해양국가로서 영국 경제 기반의 쇠퇴는 해양
문명 형성의 상호 강화적인 요소인 정치적 토대와 문화적 토대의 상
실에 의해 가속되었다.
그러나 해양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국해협의 터널
을 통한 도로와 철길의 연결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본질적으로 섬나라
로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살고 있으며, 특히 산책과 보
트타기 같은 바다와 관련된 레크리에이션을 계속 즐기고 있는 것이다.

사이먼 빌(Simon Ville)은 호주 울릉공(Wollongong) 대학의 경제와 경
영사분야 선임교수이자, 오스트레일리아 사회과학아카데미(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회원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위원회
(Australian Research Council)에 있는 전문가협회(College of
Experts)의 회원이다. 그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ANU),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과 맨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하버드 경영대학
원(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한 적도 있다. 그는 대기업, 산업계 협회,
사회자본, 수송의 역사, 베트남전쟁, 농촌산업과 자원산업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 그
는 2015년에 출판된 케임브리지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사(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Australia) 를 공동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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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프 니덤 지음, 김주식 옮김 |

이 책은 1948년 조지프 니덤이 기획하여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국으로부터
단 수 주일 만에 허락을 받아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중국인
의 도움 덕분이었다.1942~6년 중영과학협력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할 때 중국
을 두 차례 여행했으며, 그 때 저우언라이 같은 정치가와 우줘런(吳作仁)과 같
은 서화가 및 주커젼(竺可槇) 같은 학자를 만나 니덤에게 2,000권 이상의 중국
서적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 역서의 가장 큰 단점은 중국 기술의
업적을 과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부분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 이 사실은 본 서에서도 예외가 아
님을 알 수 있으며 1993년에 지적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니덤의 중국항해술에 대한 기
념비적 작업물은 중국의 조선업과 항해술
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적 통합
을 제시하고 있다.
니덤연구소는 1985년 필립 경(Duke of Edinburg, Price Philip)에 의해 설립
되었으며, 중국과학사의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가 중국 이외의 세계에 대한 중국 기술의 우월
성을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과 모든 사물을 처음 만
든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보려는 경향은 이따금 자
신의 주장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점들은 사
소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역서가 전반적으로 보
여주고 있는 치밀하고, 방대하며, 동양과 서양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이루어지는 비교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는 그 단점을 덮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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