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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국은 19세기 영국의 실책을  

반복할 것인가 

 

  

 

1860년부터 1900년 사이 부상하는 미국을 바라보던 영국의 인식과 대응 

방식은 2020년 현재 부상하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 및 대응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영국이 기회의 창(window-of-opportunity)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반구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을 인정해야 했던 것

과 달리 미국은 영국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1세기 미국은 19세기 영국의 실책을 반복할 것인가? 미국은 지난 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명한 역

사학자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지나온 궤

적과 방금 스쳐 지나간 상황에 관한 이미지가 있어야만 운전자가 전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역사가 제공하는 과거의 현재적 함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홍콩·대만·티벳·소수인종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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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부터 1900년 사이 부상하는 미국을 바라보던 영국

의 인식과 대응 방식은 2020년 현재 부상하는 중국을 바라보

는 미국의 인식 및 대응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

나 영국이 기회의 창(window-of-opportunity)을 활용하지 못함

으로 인하여 서반구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을 인정해야 했던 것

과 달리 미국은 영국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영원한 동맹이나 영원한 적은 없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

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격언으로 유명한 팔머스톤(Henry 

John Palmerston)은 1858년 6월 영국 수상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전 외무성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미국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했다: “불쾌한 양키들과는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영

국 내 상공업 세력은 양국 간의 무역과 평화가 지속되길 바라고 있고....이 때문에 우리는 

양키에게 조금씩 양보하게 되었고 이제 곧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양키는 우리와 같은 족속이 아닙니다.” 팔머스톤에게 1861년 4월 12일에 발

발한 미국 남북전쟁은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북전쟁이 장기화되

어 미국이 분단되면 군사적·경제적·정치적 부담 없이 미국의 부상이 저지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남북전쟁은 1865년 5월 9일 북부의 완승으로 종결되었고 팔머스톤도 동년 

10월 18일에 사망함으로써 영국을 위한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혀버리고 말았다. 이후, 

영국 내 두 분파 간에 논쟁이 일어났다. 한편에는 ‘바다 너머의 친척’(Kin beyond Sea)인 

미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자유무역으로 편승하는 것이 영국의 이익에 부합됨을 주창하는 

글래드스턴(William Gladstone) 수상(1892년 8월 16일~1894년 3월 3일)의 小영국주의가 

있었다. 다른 한편에는 캐나다, 호주, 영국의 식민지로 제국연방연맹(Imperial Federation 

League)과 공정무역연맹(Fair Trade League)을 결성하고, 미국 상품에 관세 폭탄을 퍼부어 

미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창하는 로즈베리(Archilbald Roseberry) 수상(1894년 3월 6일

~1895년 6월 24일)의 大영국주의가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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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영국주의 분파가 더 빠르게 움직인 결과, 영국 해군과 육군의 합동성을 극대화하

고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제국방위위원회(Committee of Imperial Defence)가 출

범했다. 하지만, 1895년 베네수엘라와 분쟁하던 영국은 미국의 중재를 수용해야 했고, 

1898년 미국의 개입으로 촉발된 쿠바 독립전쟁을 저지해달라는 스페인의 요청을 묵살해

야 했으며, 1901년 미국의 파마나 운하 사업 참여를 묵인해야 했다. 그리고 1901년 영국 

해군성은 미국의 수상함정 총톤수, 군비지출, 군인의 수가 각각 영국의 21%, 30%, 21%밖

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 곧이어 1907년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대백색함대(Great 

White Fleet)는 전 세계를 순항하며 미국의 시대를 열어젖혔고, Time 紙 발행인인 루스

(Henry R. Luce)는 1941년 2월 17일자 Life 紙에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라

는 사설을 기고했다. 남북전쟁 발발로부터 80년 만의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상황과 정확히 매칭된다. 1979년 미중 수교로 수립된 키신저

(Henry Kissinger) 질서의 종료를 선언한 2020년 5월 22일의 백악관 보고서 “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팔머스톤의 서신으로, 제국연방연맹은 미·

일·인·호로 구성된 QUAD로, 공정무역연맹과 관세정책은 각각 경제번영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제국방위위원회와 육·해군 합동성 

강화는 각각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다중영역작전으로, 대백색함대와 미국의 세기는 각각 

반접근·지역거부능력(A2/AD)과 중국몽(中國夢)으로 치환될 수 있다. 더구나 2020년 현재 

중국의 수상함정 총톤수, 군비지출, 호위함 이상의 수상전투함(항모 제외)의 수, 잠수함의 

수는 각각 미국의 35%, 38%, 85%, 88%로서 미국의 영국 추격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콩·대만·티벳·소수인종 문제의 뇌관이 터진다면 그것은 남북전쟁으로 치환

될 수 있다. 

 

2019년 8월부터 본격화되어 현재까지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이러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 2020년 6월에 

있었던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으로 미국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중국 내 티벳, 그리

고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 불과하나 중국 영토의 63.7%(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0개 자치현, 1,256개의 민족 자치향)에 거주하고 있는 55개 소수민족의 완전한 독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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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인권문제 등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열린 기회의 창이 되고 있

다. 2014년 중국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가 발표한 11가지 안보의 우선순위에서도 홍콩·대

만·티벳·소수인종 문제와 관련된 국토안보는 정치안보에 이어 두 번째 순위에 있다. 국토

안보가 가장 약한 고리임을 중국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21세기 미국은 19세기 영국의 실책을 반복할 것인가? 미국은 지난 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명한 역사학자 개디스

(John Lewis Gaddis)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지나온 궤적과 방금 스쳐 지나간 

상황에 관한 이미지가 있어야만 운전자가 전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역사가 제공하는 

과거의 현재적 함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홍콩·대만·티벳·소수인종 문제를 남의 일

처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약력 

김지용 박사(jykim.peacekorea@gmail.com)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정치학으로 박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연구원, 

국립외교원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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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 는 매월 1 일, 11 일, 21 일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 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웹페이지보기  

 

http://www.kims.or.kr/peri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