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9 일 동북아역사재단 세션 발표 요지 (신효승)
1. 베르사이유 조약을 전후로 파리의 풍경은 어떠했는가? 식민지와 제국들의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2. 민족자결주의에 반대했던 영국과 프랑스, 2 차 대전 이후의 식민지 처리 과정은
어떠했는가?
3. 오늘날 민족자결주의가 국제 질서에 수용되기까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
1914 년 일어난 1 차 세계대전은 1919 년 6 월 28 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독일 간에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끝났다. 베르사유 조약은 ‘강화조약’이라는
표현처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이었지만, 사실상 1 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베르사유 조약을 전후한 파리의 풍경은
세계대전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외교 활동 역시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871 년 이전의 유럽 질서로 복구하기를 기대하였다.
이것은 보불전쟁 이전의 질서를 의미하였다. 강화회의에서 프랑스 대표였던 클레망소는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개회를 1 월 18 일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월
18 일은 1871 년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이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독일제국이 출범한 날이었다. 강화조약 체결 장소를 베르사유 궁으로 결정한
것 역시 프랑스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영국 역시 세계대전 이전의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금본위제로 환원하였다.
하지만 전쟁 피해로 영국의 국력은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이었고, 식민지에 대한 지배력
약화와 지배지역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분리 독립을 모색하던
아일랜드는 1916 년 부활절 봉기 이후 무장저항을 이어갔고, 1919 년 1 월 19 일에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무장 저항과 독립 선포는 영제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1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제국의 붕괴였다. 우선 독일제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전쟁 중 혹은
직후에 붕괴되었다. 제국의 붕괴 이후 이들이 지배하던 지역에서는 주로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 수립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등 동맹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연합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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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게임의 주무대였던 아프가니스탄은 당시 영국의 보호국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로 이어지는 도로를
공격하여 장악하고 사실상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시작하였다.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지배하기 위해 보호국화한 이집트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세계 각지에서 열강의 영향력 약화는 무장저항과 독립혁명으로 이어졌고, 일부는 독립
국가를 수립하였다. 특히 민족을 중심으로 독립 국가 수립 선언이 이어졌다. 러시아의
지배 하에 있던 에스토니아는 1919 년 2 월 24 일 독립하였고, 헝가리 역시
오스트리아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그 외 많은 국가가 독립을 선언하였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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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17 년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쟁 종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전후 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유럽 국가에게 내주었다. 당시 미 대통령 윌슨은 집단 안보와 민족
자결 등을 통해 유럽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윌슨은 강화원칙으로 14 개조를 주장하였고, 이 원칙은 기존 유럽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전후 유럽 열강은 자국의 안정과
피해 복구를 통해서만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윌슨이 대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1918 년
11 월 5 일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 윌슨의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패배하고,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윌슨의 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곧이어 1920 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윌슨의 정책은 미국 내 지지 기반과 추동력을 상실하였고,
윌슨이 강화원칙으로 내세운 민족자결주의 역시 그 영향력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윌슨의 강화원칙은 열강 간의 이해가 상호 충돌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자국의 안전을 이유로 동맹국을 분할하여 국경선을 재조정하였고,
전후 복구를 위해 막대한 배상금을 패전국에게 강요하였다. 이것은 베르사유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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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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