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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탁*

우표 한 장이 역사를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 우표 마니아들이 하는 습관적인 과장처럼 들리겠
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전장 77㎞의 파나
마 운하에 얽힌 이야기다.
얼마전 뉴욕타임스는 파나마 정부가 운하 설립 100년(2014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확장공사
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로를 새로 파고 넓혀서 더 많은 배가 지나도록 하는 공사다. 여기서
새삼 확인되는 것은 운하 하면 파나마, 파나마 하면 운하라는 상징이다. 운하를 빼고 나면 파나
마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파나마의 상징이자 경제 원천인 이 파나마 운하는 모종의 우표가 아니었다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니카라과 운하가 탄생할 뻔 했다는 이
야기다.
파나마 운하가 없던 19세기 초까지, 미국 배가 국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아메리카 대륙
의 최남단 케이프혼으로 빙 돌아가야 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22만㎞의 뱃길, 두 달이 넘
게 걸리는 항해였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륙의
허리에 배가 지나다니는 수로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나게 돼 있다.
* 경향신문 출판국장, jt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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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반(反) 스페인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
를 이유로 전함 메인호를 파견했으나, 아바나 항에서 침몰돼 260명이 사망했다. 두 달 뒤인
1898년 4월,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나서 필리핀 마닐라 만에 정박 중이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태평양에 있는 해군을 대서양으로 이동시
키는 과정에서 운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두 대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겠노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
제는 지역이었다. 당시 운하기술은 프랑스가 최고였다. 1880년대 수에즈 운하를 완공한 바 있
는 프랑스는 10년 전부터 파나마에 진출해 운하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 예정지역에 전염병
과 자연재해가 발생해 2만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엄청난 돈만 까먹은 채 손을 든 상태였다. 이
런 실패를 눈앞에서 본 미국이니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했다. 파나마 대신 니카
라과에 운하를 파자는 게 당시 미국의 대체적인 정서였다.
몸이 단 쪽은 파나마에 이권을 갖고 있던 사업가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움직일
로비스트를 고용해 전력 방어에 나섰다. 파나마에 운하를 파면 니카라과보다 수로 길이가 짧다
는 점, 그동안 프랑스에서 진행해 놓은 게 있어 공사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지만 미 의회나 정부는 그래도 니카라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 미 의회의 최종 의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02년 5월 카리브 해의 프랑스령 마르티
니크 섬의 펄레이(Pelee) 산에서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19세기 최악의 화산폭발 사고가 발생
했다. 파나마 이권을 갖고 있던 프랑스의 운하기술자 뷰노 바릴야는 이를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릴야는 뉴욕의 변호사 넬슨 크롬웰을 로비스트로 고용해놓은 상태였다. 크롬웰은 뉴욕 선과
같은 신문에 ‘니카라과는 화산폭발이 심한 나라’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바릴야는 니카라과가
종전에 화산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표 100여 장을 구입했다. 니카라과 모모톰
보 화산의 폭발 장면이 그려진 우표였다. 바릴야는 미국의 상원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쓰고 이
우표를 증거물로 넣었다.
“이 나라에 화산폭발이 오죽 자주 일어나면 우표까지 찍어냈겠습니까? 이래도 니카라과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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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시겠습니까?”하는 메시지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은 직후 원전 신규건설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면 어땠을까? 결
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 의원들은 바릴야가 보낸 화산 우표를 보고 마음을 바꾸
었다. 표결에 부친 결과 파나마 루트는 4표 차이로 결정되었고, 크롬웰은 당시 돈으로 80만 달
러의 성공보수금을 받았다.
바릴야는 비망록에서 “마지막 한 방의 전투였다. 긴 논쟁이 간단하게 결정됐다. 한 상원의원
이 의회에서 ‘화산을 우표 상징물로 담는 나라에서 운하와 같은 대공사를 하는 게 이성적인 것이
냐?’고 연설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적었다.
니카라과로서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셈이 됐다. 별다른 생각 없이 낸 우표 하나가 나라 경제
에 이런 치명상을 입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화산 폭발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우표를 냈나?”
하며 후회해 보아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니카라과는 그 후에도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저런 나라들과 운하건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표 하나에 나라의 장래
가 달라진다는 것을 니카라과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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