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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남북전쟁 이전 연방정부의 관세가 편파적으로 북부위주의 재정지출로
이어짐으로써 고조되는 남부인들의 피해의식이 결국 연방탈퇴를 가져왔으며, 독
자적인 남부연합을 통하여 남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남부 엘리트들의 비전
을 고찰한다. 또한 남북전쟁 초기 모릴관세에 대하여 제3자적 시각이라 할 수 있
는 영국인의 관세관을 살펴봄으로써 미 연방의 보호관세가 남북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남부의 미 연방 탈퇴 원인은 노예제 반대론자(Anti-slavery Man)였던 에이브러
햄 링컨이 1860년 대선을 승리하면서 장차 자신들의 사유재산제도였던 노예제 폐
기에 대한 남부인들의 공포와 이에 따른 분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의 이탈에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는 대선보다는 연방의회 선거였다. 1860년 이전에 민주당은
적어도 상원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1858년 선거를 통하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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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60년 의회선거에서 상하양원을 모두 석권하여, 민주당의 남부 출신 상원의원
들이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 이상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남부 측은 입법부의 권력 구조상 노예제와 관세 문제에서 북부 중심으로 노예
제 반대와 고율 보호관세로 제정될 것을 예상하여 남부의 상원의원들은 연방 상원
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남부연합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전통주의 사가들은 모릴관세법에 대해 모릴과 존 셔먼의 주장대로 단
순한 세입관세라고 주장했지만, 모릴 관세법은 기초안과 달리 철강 및 모직 등의
모든 미국 제조업 이익단체들과 모릴이 3년간의 협의를 통해 고율기조의 보호관세
로 작성되었다.
세금에 대한 공평한 분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남북전쟁 전에도 중요했
다. 남북전쟁 이전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재원은 관세였다. 독립전쟁이나 1812년에 발발
한 제2차 미영전쟁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 연방 정부는 직접세 징수와 서부로의
팽창과정에서 공유지 판매로 재원을 보충한 적도 있지만, 1913년 소득세 규정이
헌법 수정조항에 명시될 때까지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은 관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부에 배타적인 현행 재정지출 제도 하에서 관세로 거둬들인 연방정
부의 세수는 남부지역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없었다. 남부인들의 의식에는 자신들
이 북부와 외국에서 들여온 공산품과 사치품 구입 등으로 전체 관세의 3/4을 지불했
으나, 관세로 형성된 연방정부의 세원에 대해 그들은 그 분배가 1/4로 불평등하게
이뤄져 남부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소외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등이 굳게 자리 잡
게 된다. 따라서 연방에서 탈퇴하여, 남부에서 소비된 관세 재원을 온전히 남부에
철도 및 운하,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면 남부지역에
북부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인들의 눈에는 관세가 단순히 세금문제로만 비쳐진 것이 아니었다. 남북
간의 관세를 통한 역학관계가 준주로의 노예제 확대와 서부의 토지 가격 문제와도
연관되었다. 보호관세로 연방재정이 흑자를 유지할 경우, 공유지 판매로 거둬들이
는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것이고, 자유 토지를 통해 서부에 무상 또는 저렴
한 공유지가 공급되면, 북부 및 남부 출신자들이 서부로 몰려들 것이고, 이에 따른
남부에서 서부로의 인구유입은 남부지역의 토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남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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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손실과 경제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서부에 몰린 인구 수요에 맞는
철도와 같은 인프라 확대는 결국 연방재원이 빠져 나가게 되고, 그의 따른 세금
불공평성에 대한 남부인들의 불만이 팽배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모릴관세법, 저스틴 모릴, 남북전쟁, 연방재정세입, 뷰캐넌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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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857년이 올 때만 해도 미국 경제는 가장 낮은 관세였던 워커 관세법
(1846년 제정)이 시행되어 1846～1856년까지 10년간 호황이었다. 오히려
당시 연방정부로서는 관세수익으로 재무부에 쌓이는 재정흑자가 문제였다.
따라서 뷰캐넌 행정부(1857～1861)와 제 35차 연방 상하원(1857년 3월～
1859년 3월)을 장악한 민주당은 저관세 기조의 1857년 관세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재정흑자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뜻밖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다. 그것은 바로 1857년 경제 불황의 출현이었다. 경제 불황의 원인은 1856년
까지 이어온 경제호황 때문이었다. 철도와 같은 인프라 건설과 전국적인
투기 붐이 국내 경기를 과열시켰고, 경기 과열이 몰고 온 후유증이 결국
1857년 경제 불황이었다. 그러나 1857년 경제 불황은 1857년 관세법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이 가져온 내수 침체는 관
세 세입을 축소시켜 연방정부의 세입 위축을 초래했고, 당시 세수보다 재정지
출이 컸던 연방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 위기의 확산을 막고 있었다.
1857년 경제불황은 1858년 중간선거를 통한 정권변화의 원인으로 작
용하여 1857년 관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치판도의 변화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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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선거 이전에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장악했지만, 선거 이
후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했던 것이었다. 공화당은 1859년 연방회기 1차년
회기부터 세입확대를 목적으로 고율관세로의 관세법 개정을 착수했다. 그
작업에 참여했던 중심인물이 버먼트 주 하원의원이었던 저스틴 모릴(Justin
Morrill)이었고, 세입세출위원장 존 셔먼(John Sherman)의 도움으로 종가
세와 종율세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세입관세법을 기초했다. 세입관세란
정부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 세수만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하지
만, 3년여에 거쳐 작성된 모릴의 관세안은 처음과는 달리 보호관세를 주장
하는 이익단체의 적극적인 로비활동과 정보교환으로 세입관세와는 상당히
벗어난 보호관세안로 수정, 변경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1860년이 도래했다. 전국정당
이었던 민주당은 노예제 문제로 당내 지역갈등이 극에 달했고, 새롭게 등
장했던 공화당은 노예주 확대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선후보가 되면서, 남북
간의 지역적 갈등은 기존의 네브래스카-캔자스 사태, 캔자스 유혈사태, 존
브라운 사건 등의 사회혼란으로 파국을 치닫고 있었고, 1857년 경제위기
와 맞물려 1860년 대선에서 최고조를 맞이했다.
링컨의 당선 그 자체는 남부가 결정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도였다. 노예제 확대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링컨의 당선은 남부인들
에게 단기적으로 정치적, 도덕적 패배의 성격을 부여했지만, 장기적으로
노예라는 자산의 경제적 손실을 예고했기 때문이었다.
대선 결과 링컨의 당선은 남부인들에게 그 동안에 참고 있었던 경제적
불만, 즉 북부 발전에 대한 시기심을 폭발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1860
년 대선이 결정되고, 1861년 3월 링컨 행정부 수립까지 남북간 정치적 폭
발을 무마하려는 평화적인 타협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남북 갈등은 봉합되
지 못한 채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필두로, 남부의 6개주가 미연방에서 탈퇴하
는 분리운동이 벌여졌고, 링컨 행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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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응으로 맞섰다. 결국 한쪽은 분리를 위해, 다른 한쪽은 분리를 막기 위
한 군사적 조치를 밞게 되었고, 그것이 4년간 빚어진 미국의 내전이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세입 수단이자 국내산업보호의 수단이
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전쟁과 관세를 연결시
키는 기본 전제는 관세를 놓고 자유무역의 남부와 보호무역의 북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는 인식이다.
남북전쟁과 관세를 접근하는 기본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결
정론인 비어드(Beard) 부처의 테제가 있다. 이 견해는 제조업자, 농민 등
의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정당까지 포함하는 이해세력 간의 충돌이 남북전
쟁을 빚게 했으며 여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도 경제적 갈등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본다.1) 이 견해는 각 세력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역사 전개에
있어 본질적 결정인자로 간주한다. 이 테제는 남북전쟁에 대하여 국내의
경제적 동기를 강조 내지는 반박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첫째, 개별 지역
정치를 등한시 하고, 이데올로기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을 경시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어드 테제는 완전히 부정
되거나 흠짓나지 않고 오히려 후대로 오면서, 새로운 해석과 사료발굴을
통해 입지가 강화되었다.3) 그러나 경제결정론에 입각한 연구 성과들은 초
1) Charles A. Beard and Mary R. Beard, The Rise of American Civilization, 2 Vol.,
New York, Macmillan, 1927, Vol. 2, pp. 35-38.
2) Marc Egnal, Clash of Extremes: The Economic Origins of The Civil War, New
York: Hill and Wang, 2009, p. 8.
3) Richard Hofstadter, “The Tariff Issue on the Eve of the Civil War”,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44, October 1938, pp. 50-55; Alan Nevins, The Emergence
of Lincoln, Vol. 2, Prologue to Civil War, New York: Scribner, 1950, p. 465;
Hugh Tulloch, The Debate on the American Civil War Er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p. 121-122; Marc Egnal, “The Beards Were
Right: Parties in the North, 1840-1860”, Civil War History, Vol. 47, 2001, pp.
30-56; Egnal, Clash of Extremes: The Economic Origins of the Civil War, New
York: Hill and Wang, 2009, pp. 7-8; Jane Flaherty, “‘The Exhaust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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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북부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왜 남부가 연방 이탈을 할 수 밖에 없는
지 대한 강한 인펙트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쟁발발
직전의 남부이탈을 기껏해야 1830년대 초반 관세무효화 위기의 재현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윌리엄 프리링(William Freehling)는 관세 현안과 노
예제 선동은 관세무효화와 같은 초창기 위기에 이미 크게 서로 맞물려있었
다고 주장했다.4)
다른 한편으로 남북전쟁에 관한 최근 외교사의 경향은 19세기 중반까
지 발전해 온 영미간의 외교 및 금융 관계를 강조하면서 왜 내전 기간 내
내 영국은 중립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해 강한 논의를 제시해왔다.5) 그러나
그 시기에 제정됐던 모릴 관세에 대한 영국 측의 반응은 간과되어온 측면
이 있다. 모릴 관세가 영국의 대미투자에 위협을 주는 요소까지는 작용하
지 않았지만, 남북전쟁 초기에 영국 국내의 상업상의 분위기와 영국 언론
페이지를 교란시켜 영국정부가 남부 연합의 승인을 고려하는 선까지 이르
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논의는 제한적이다. 외교사가 마틴 크로퍼드
(Martin Crawford)는 영국 여론에 미친 모릴 관세의 충격은 “대부분의 현
대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것 보다 더 컸다”고 하였다.6) 그러나 관세 이슈는
of the Treasury’ on the Eve of the Civil War”, Civil War History, Vol. 55, June
2009, pp. 248-252; Mark Thornton and Robert B. Ekelund, 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The Economics of the Civil War, Wilmington, Del.: SR Books,
2004, pp. 2, 22-26; Phillp W. Magness, “Morrill and the Missing industries:
Strategic Lobbying Behavior and the Tariff, 1858-1861”,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9 (Summer 2009), p. 287.
4) William W. Freehling, Prelude to Civil War: The Nullification Controversy in
South Carolina, 1816-1836, New York: Harper & Row, 1966, p. 255.
5) Phillip E. Myers, Caution and Cooperation: The American Civil War in BritishAmerican Relations,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08; Jay Sexton,

Debtor Diplomacy: Finance and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 the Civil War
Era, 1837-187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6) Martin Crawford, The Anglo-American Crisis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 Times and America, 1850-1962,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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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의 외교사 연구에서 기껏해야 각주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다.7)
환원하면, 외교사적 측면에서 남북전쟁의 관세연구를 다룬 연구는 너무도
미비하다.8) 브라이언 젠킨스(Brian Jenkins)와 하워드 존스(Howard Jones)
는 남부 연합이 영국의 지원을 얻는데 모릴 관세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선에서 그쳤고, 데이비드 크록(David Crook)은 남부 측이 모릴 관세를 미
연방정부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노선으로 영국 측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한편, 자유무역의 남부를 영국 제품의 중요한 새로운 신 시장이라는 미끼
를 제의하며 북부의 모릴관세를 비난하는 선전선동을 획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이상의 추가적인 논의 진전 또한 없다.9)
최근 파렌(Marc-William Palen)은 모릴 관세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언
론과 여론의 인식까지 연구지평을 넓혔다. 그의 연구는 보호관세의 성향이
강한 모릴 관세 때문에 남북이 분리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영국 여론은
북부가 추진했던 모릴 관세에 비판적 성향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국은 중립선언을 하며 남부 연합을 교전 단체라는 준국가적 지위를 부여
p. 93.
7) Duncan A. Campbell, English Public Opinion and the American Civil War, New
York: Boydell and Brewer, 2003, pp. 41-48.
8) Donaldson Jordan and Edwin J. Pratt, Europe and the American Civil War,
Boston: Houghton Mifflin, 1931; Richard J. M. Blackett, Divided Hearts: Britain
and the American Civil Wa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Frank J. Merli, The Alabama, British Neutrality and the American Civil Wa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David F. Krein, The Last Palmerston

Government: Foreign Policy, Domestic Politics and the Genesis of “Splendid
Isolation”,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8; Joseph M. Hernon Jr. “British
Sympathies in the American Civil War: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Southern
History, Vol. 33, August 1967, pp. 356-367.
9) Brian Jenkins, Britain and the War for the Union, 2 Vols., Montreal: McGill
Queen’s Press, 1974, Vol. 1, p. 81; Howard Jones, Blue and Gray Diplomacy:
A History of Union and Confederate Foreign Relation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p. 18; David P. Crook, The North, the South,
and the Power, 1861-1865, New York: Wiley, 1974, pp. 21-22.

394 동국사학 61집 (2016.12)

하고, 북부의 모릴 관세를 비판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법을 개
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초기에 모릴 관세
에 비판적이었던 영국에서 링컨의 노예해방이 영국인들의 양심을 건드렸
고, 팽팽하던 전세가 앤티텀(Antietam) 전투 이후 미 연방인 북부 측으로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영국은 중립노선을 포기하고, 더 이상의 외교개입
을 차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한계
가 있다.
진 카이저(Gene Kizer)는 그의 연구에서 노예제가 남북전쟁의 원인이
아님을 밝히며 주주권과 관세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원인을 전쟁의 원인으
로 다루고 있다. 그는 미 연방의 경제적 발전에서 지역적으로 소외된 남부
가 관세로 인해 연방에서 탈퇴하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져
북부의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파국을 막고자 남부와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0) 그러나 남북전쟁 직전 북부
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남북전쟁의 원인 가운데 경
제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세를 중심으로 첫째 모릴 관세법의 제정과정
과, 모릴 관세법에 대한 당시 영국의 여론과 남부인의 관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분리주의자들의 관세관을 통해 남부 엘리트 사이
에 관세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노예제, 국내개발문제, 분리후 남부
연방의 관세전략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에 따른 공정한 지역적 분배가 사회분열을 막고, 보다 나은 부의 공평한
사회적 환원과 사회 통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 Gene Kizer, Jr., Slavery was Not the Cause of the War Between the States,
Charleston, South Carolina: Charleston Athenaeum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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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릴 관세법 제정

1854년 공화당이 창당되었다. 공화당은 알렉산더 해밀턴, 헨리 클레이
의 정신을 계승한 상공업 중심의 휘그당, 무지당, 노예제도에 불만을 품은
북부 민주당 출신이 모여 만든 정치집합체였다. 공화당이 내건 정치적 표
어는 개척자에게 무상토지 제공, 준주로의 노예제 확대 반대, 산업 보호,
국책은행 보호, 대규모 국가부채의 보호, 대규모 국가부채에 대한 연방정
부 중심의 재정지원을 찬성하는 정강을 내걸었다.11)
공화당이 창당되는 무렵인 1850년대는 미국 경제로 볼 때, 호황기였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경제는 1846년에서 1856년까지 다른 어떤 시기보다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자본대비 실질 GNP와 실질 GNP가 높았다.12) 특히
1857년에 미국은 재정지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세입을 징수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1857년에 관세법을 제정하여 평균 관세율을 20퍼센트까지 인
하했다. 이러한 관세율 인하는 1816년 이래 가장 낮은 관세율이었다. 저렴했
던 원모는 무관세로 규정되었다. 1857년 관세법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사
람들과 뉴잉글랜드의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그 법안에 대
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대다수 제조업자들과 헨리 클
레이를 따르던 인사들도 이 법안에 찬성했다.
헨리 클레이는 추종자들에게 “보호무역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고, 당시 그를 추종했던 인사들도 관세 인하를 관세 폐지 과정 속에 점진

11) Thornton and Ekelund, 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p. 5.
12) Paul A. David, “New Light on a Statistical Dark Age: U.S. Real Product Growth
before 1840”,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May 1967, Table, 297;
Thornton and Ekelund, 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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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단계로 간주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인의 사고에
는 관세 인하와 무관세 품목 확대에 만족했고, 이웃국가들과 가능한 신속
하게 상호무역관계를 수립해야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1857년 공황, 1861년 내전, 그리고 공황과 내전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개된 여러 상황들 때문이었다.13) 1857년 경제 패닉
은 왜 발생했는가? 특히 의회가 불필요한 재정흑자를 막기 위해 관세인하
를 제정한 지 얼마 후에 패닉이 찾아왔다.14) 혹자들은 모릴 관세가 1857년
경제 불황과 1857년 관세법 제정 때문에 나타났다고 했다.15)
13) Ida Tarbell, The Tariff in Our Time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1,
p. 2.
14) 패닉은 1857년 8월 24일에 오하이오생명보험및신용회사(Ohio Life Insurance and
Trust Company)가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예고 없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오하이
오에서 가장 큰 은행이자, 동부의 여신과, 남부의 경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회산의 파산은 전국적으로 금융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9월에 필라델피아 주에
서 가장 큰 은행 중의 하나였던 펜실베이니아 은행이 예치금 유출을 경고하며 정화
지급을 연기했다. 차례대로 뉴욕의 금융업계들은 수세입장으로 전환하였고,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예치금을 늘려가는 한편, 신용을 줄여나갔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
암아 서부지역의 상당수 은행들이 충격을 받아 은행도산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뉴욕의 증권거래소의 거래액은 1857년에 833만 달러에서 1858년에 470만 달러로
급감했다. 뉴욕시 은행들의 총 예치금은 1857년 7월 현재 9,300만 달러에서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5,280만 달러로 급감했다. Merchant’s Magazine and Commercial
Review, Vol. 38, No. 2, February 1858; Flaherty, “Incidental Protection: An
Examination of the Morrill Tariff”, Essays in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2001, p. 104.
15) 에드워드 스탠우드(E. Stanwood)는 모릴관세의 원인을 1857년 경제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묘사했다. 제인 플래어티(J. Flasherty)는 눈앞에 다가오는 예산 적자라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으로 설명했다.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는 이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려냈다.
리처드 홉스테터(R. Hofstadter)는 펜실베이니아 및 뉴저지의 사활을 건 투표를
얻기 위한 공화당의 의도된 선거전략으로 모릴 관세를 그려냈다. 그는 1858년 12
월에서 1861년 3월까지 진행된 모릴 관세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한
계가 있고 모릴관세의 제정과정에서 정치적 로비활동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부족
하다. Edward Stanwood, Tariff Controversies, Vol. 2, pp. 109-115; Flaherty,
“Incidental Protection”, p. 115; William McKinley, The Tariff: A Revie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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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57년 패닉은 크림전쟁의 영향도 컸지만, 산업화하는 자본주
의 사회에서 주기적이고,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경제
적 호황의 산물이기도 했다. 수년 동안 미국은 돈을 만들어냈다. 부의 확
대는 냉정을 잃고, 민간 투기와, 필요이상의 철도건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이 그 원인이었다. 따라서 철도건설에 대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면서
자연스런 붕괴가 나타났던 것이다.
1857년 관세법은 이러한 경제 혼란에 관계가 적었다. 그러나 패닉의
결과는 연방정부의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민간에서는 현금이 부족하
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적게 했고 관세세입이 줄어들었다. 1857년에 관
세세입은 6,400만 달러, 1년 뒤 4,200만 달러, 1년 뒤인 1859년에는 4,800
만 달러였다. 연방의회는 관세 세입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불어 당시 미국은 세입감소와 노예제 혼란, 남북 간의 대립고조 등의 원인
으로 국가 신용 역시 혼란을 겪고 있었다.
1858년 제35차 2기 연방회기(1858 12월 6일～1859년 3월 3일)가 열릴
때, 뷰캐넌 대통령은 1857년 경제불황으로 인해 현재의 세수부족현상과
그에 따른 공공부채의 증가 그리고 재정위기를 직면하여 타개할 대책으로
관세율 인상을 연방의회에 요구했다.16) 당시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는 세
수부족 현상의 타결책으로 3가지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하나는 1857년 관세법을 현상유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존 펄프스
(John Phelps) 위원장이 내건 세수 확보를 위한 온건한 관세인상안이었고,
마지막으로 1857년 관세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버먼트 주
출신 저스틴 모릴은 마지막 방식을 주장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당시 연방
의회 회기는 1858년 중간선거가 나온 뒤에 개회되는 레임덕 회기로 관세법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from 1812-1896, New York, 1904, pp. 27-28;
Hofstadter, “Tariff Issue”, p. 54.
16) Flaherty, “Incidental Protection”,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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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차기 제36차 연방회기(1859년 12월 개회)로 넘겼다.17)
당시 연방정부의 관세 세입이 연방정부 지출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펜실베이니아의 철강업계와 헨리 클레이(Henry Carey)와 같은 보호무역
론자를 중심으로 관세 인상의 요구가 재등장했다. 이러한 요구를 연방의회
내에서 버먼트 저스틴 모릴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모릴은 1857년 관세법 제정당시 저율관세와 원자재 무관세 품목을 반
대한 휘그계열의 공화당 의원이었다. 그는 양모 생산업자와 모직 제조업자
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모든 양모 품목에 대해 보호관세를 적용하기를 원했
고, 버먼트산 대리석과 단풍당(maple sugar)이 보호받기를 원했다. 그는
1857년 관세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몇 안 되는 하원의
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곧 그의 연설과 행동으로 그는 미국에 보호무역
지도자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모릴은 1858년에도 세입이 부족해지자, 이 때가 보호주의를 부활시킬
시기로 보았고, 그의 견해를 반영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할 결심을 했다. 그
러나 정치권력은 공화당에 있지 않았다. 관세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연방의
회(1858년 12월 1859년 3월)는 레임덕 회기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그는 관세법 기초안을 집중하였다. 특히 그는 1859년
1월과 2월 시기에 초안 작업에 전념했으며, 그 일은 그해 12월까지 지속되
었다. 그는 작성한 관세안을 1857년 관세법에 대한 대응책이자 경제 불황
의 타개책으로 간주하며, 미시간의 동료 공화당 의원 윌리엄 A. 하워드
(William A. Howard)와 메릴랜드 출신 헨리 윈터(Henry Winter)와 제휴
하면서 관세율표를 개정하고, 짜임새를 갖춘 보호관세를 만드는데 노력했
다고 한다. 그는 레임덕 의회의 회기에는 세입세출위원회 투표수가 부족하
여 입법과정이 불투명하지만, 새로운 의회 회기에는 공화당 출신이 하원의
17) James L. Huston, The Panic of 1857 and the Coming of the Civil Wa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p. 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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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될 것임을 전망하며 그의 관세를 연계시켜 나갔다.18) 그러나 새로운
연방회기도 모릴 관세법 통과는 순탄하지 않았다. 이유인 즉, 새로운 회기
의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레임덕 회기에는 보호관세에 대한 관심이 적어, 이것을 주제로 하원에
서 청문회를 열지 못할 정도였다. 당시 의회는 노예제 문제 특히 친 노예
제도적 성격의 리컴프턴 헌법(Lecompton Constitution) 논쟁을 놓고 초미
의 긴장국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연방회기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858년의 중간선거의 결과로 1859년 겨울에 시작되는 제36차
연방회기에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과반수 정당이 된 것이다. 상원은 계
속해서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이후 양당은 하원의장 자리를 놓고 다투었고,
결국 공화당 패닝턴(Pennington)이 하원의장에 선출되었다. 패닝턴은 오
하이오 출신 존 셔먼(John Sherman)을 미국 재정문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
는 세입세출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세입세출위원장이 된 그는 모릴로 하여
금 새로운 관세법안을 만들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모릴이 작성한 관세 법안이 1860년 초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그 관세안은 그의 취지대로 다루어졌다. 관세 법안에 관여
했던 셔먼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모릴 법안의 취지가 자신이 익숙했던 보
호주의가 아닌 세입과 보호주의라는 2개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밝
히고 있다. 그러나 모릴 관세 법안은 곧, 보호해야 할 산업을 가진 진영과
보호주의로부터 영향을 받는 진영 모두로 부터 공격을 받았다. 모릴은 그
러한 공격과 압력과 공격으로부터 저항이 불가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18) “우리는 근면하게 그 법안준비를 착수했다. 나는 그 법안의 모든 것을 작성했다.
다른 두명의 의원은 부지런히 나와 견해를 같이해 주었다”고 하였다. William
Belmont Parker, The Life and Public Services of Justin Smith Morrill, Boston:
Houghton Mifflin, 1924,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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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코코아를 면세품목에 규정되기를 희망하고, 초코릿 회사를 소
유한 헨리 피어스(Henry L. Pierce)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은 찰스 섬너와 같은
유명 정치인이나 상원의원이 코코아를 면세품목에 넣도록 압력을 행사하면 당
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19) 보호주의에 입각하여 펜실베이니아 철강왕이
나 로드아일랜드 제조업자들이 고율관세를 요구하고, 거절한다면 선거에 패배
할 것임을 주변정치인들을 통해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아이다 타벨(Ida Tarbell)은 모릴이 주변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
고, 관세기초안에 이해당사자들의 수정안들을 추가시키면서 기획한 것과
상당히 다른 입장의 관세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러
한 수정안들이 모릴 관세법의 취지와 일관성을 파괴시켰으며, 모릴이 넌더
리가 나서 그 법안을 폐기할 생각을 했다고 한다.20)
그러나 오늘날 모릴 관세의 취지가 모릴이 주장한대로 “세입 증대와
산업보호에 있었다”는 순수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제인 플래어티
의 “행방불명의 산업(Missing Industry)”이라는 주장은 부정확하여 재평가
를 요구받고 있다. 당시 모릴 관세의 지지자들은 보호관세율을 확보하고자
전략적 로비활동과 협력을 전개했으며 기존의 관세율표를 비교 분석하여
수입품목에 대한 모릴관세율을 확정하였다. 다시 말해 1861년 법률로 제
정된 모릴 관세법은 산업계의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3년
간의 입법부가 계획한 산물이었다.
모릴은 1860년 3월 12일에 하원에 자신이 작성한 관세 법안을 하원
총회에 상정했고, 민주당의 대응전략은 즉시 표결이 아닌 절차방식에 문제
를 삼아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며 3월 19일까지 하원보고를 지연하는 것이
었다. 이후에도 모릴 관세를 반대하는 진영은 여러 수정안들을 제시하며
19) Ida Tarbell, The Tariff in Our Time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1,
p. 5.
20) Tarbell, The Tariff in Our Times,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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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을 지체시키기도 했다.21)
결국 모릴 관세 초안이 미세한 조정을 마치고 1860년 5월 10일에 하원
최종투표 105대 54 표결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모릴과 셔먼은 투표 전부터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
릴 법안을 전략상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투표가 강행되도록 상정하였
다.22) 상원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재정위원장 버지니아 출신의 로버트 헌
터(Robert M. T. Hunter)가 모릴 관세에 대한 심의를 대선 이후 12월 까지
연기하였다.
186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공화당은 시카고 전당대회를 통해
보호관세와 노예제 확대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대
선후보로 내세워 승리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링컨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으
로 기여한 북부 주는 보호무역이 강한 펜실베이니아가 있었다. 링컨은 그
해 7월에 펜실베이니아 주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보호주의를 독려했고, 9월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모릴과 셔먼을 파견하여 “공화당의 관세가 펜실베이
니아를 이롭게 할 것이다”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선거운동을 통해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서 펜실베이니아 27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차지했고,
이를 통해 근소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23) 모릴의 전기를 쓴 파커는 “만
일 민주당이 대선에서 모릴 관세를 쟁점화하는데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헌
터의 “미루기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 36차 연방의회가 1860년 개울에 개회되었을 때, 헌터는 계속해서
회기 마지막 날 까지 모릴 관세에 대한 논쟁을 뒤로 미루어, 이 안건을
다음 회기인 37차 연방회기까지 넘기려 했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 링컨은
21) John Sherman, Forty Years in the House, State, and Cabinet, Chicago, 1895,
p. 183; Parker, Life of Morrill, pp. 106-109; Magness, “Morrill and the Missing
industries”, p. 295.
22) Parker, Life of Morrill, p. 109.
23) Magness, “Morrill and the Missing industries”, p. 320.

402 동국사학 61집 (2016.12)

모릴 관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1860년 12월에 친구인 호킨스 테일
러(Hawkins Taylor)를 통해 대선승리의 몫을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휘그계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넌지시 알리기도 했다. 필
립 매그네스(Phillp W. Magness)에 의하면, 남북전쟁이 없었다면,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모릴 관세에 대한 상원의 교착상태를 깨
뜨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4)
대선이 끝난 이후, 상원에서는 남부의 연방이탈의 움직임으로 크게 혼
란스러웠고, 이러한 혼란이 헌터의 빗장수비를 마감하게 했다. 상원 재정
위원회가 다시 체제를 갖추어 공화당의 사이먼 캐머런(Simon Cameron),
윌리엄 페센든(William Fessenden)이 들어왔고, 펜실베이니아 출신 민주
당 소속 상원의원 윌리엄 비글러(William Bigler)는 민주당의 의견을 무시
하고 펜실베이니아의 보호무역론자 편을 지지하게 되자, 모릴 관세의 찬성
자들은 상원의 법안 심의에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다.25)
모릴 관세는 상원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북부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남부에서는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모릴 관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해왔던 재
정위원회 소속 남부 측 상원의원들이 사퇴가 있은 직후, 모릴 관세법은 2
월 말에 상원을 통과했으며, 1861년 3월 2일에 민주당 출신 뷰캐넌 대통령
이 보호무역의 대명사로 불린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
해 그 법안을 법률로 제정되도록 서명하였다. 그러나 모릴 관세법은 제정
된 지 4개월 만에 남북전쟁의 발발로 전시세입법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
지고 만다.
모릴관세 법안은 모릴과 셔먼의 취지대로 산업보호와 세입확대에 부
합한 관세법이지만, 다분히 이익집단과 모릴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공모가
24) Ibid., p. 321.
25) Nevis, Emergence of Lincoln, p. 465; Hawkins Tayor to John Allison, December
21, 1860, Lincoln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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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이익집단을 위한 관세법이었다. 이익단체의 로비 입법 활동에 관여
하지 않았다는 모릴에 의해 주장된 “missing industry 테제”는 그의 서간문
의 분석을 통해 이익집단이 자신들이 생산해 내는 산물에 유리하게 보호
받았음을 모릴 관세율 표를 통해 증명되었다. 모릴과 그의 협조자들은 이
익단체의 요구사항을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며 자신의 전문성과 상업시장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와 이익집단이 원하는 관세율 표를 엮는데 성
공했다.26)
현존하는 사료와 서간문의 분석을 통해 이익 단체는 모릴이 보호관세
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공유했다. 모릴과
서로 정보를 공유했던 이익단체는 제철, 철강, 모직 산업뿐만 아니라, 하다
못해 실감개, 소다회, 서인도산 차를 수입하는 업자, 철물, 편자, 수은, 마
구업자까지 다양했다. 이들 로비단체는 모릴 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구 상
원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모릴 법안에 영향을 끼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샤트슈나이더(E. E. Schattshneider)가 주장했듯이 미국의 이익
집단은 미국역사에서 어느 시대나 관세율 책정에 영향을 끼쳤고, 모릴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Ⅲ. 모릴 관세법에 대한 영국의 인식

대외 통상과 영국의 제조업에 의존했던 남부인들에게 있어, 모릴 법안
은 징벌이었고, 선정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남부의 퇴보를 의미했다. 자
유무역을 국가적 대의로 표명한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영국 국내에서 남부

26) Magness, “Morrill and the Missing Industries”, pp. 28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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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방탈퇴는 남북전쟁 초기에 수많은 영국의 언론과 여론에 동정과 관
심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당시 친북부 성향의 언론은 리버풀 포스트 정
도였다. 당시 북부의 반대하는 민심은 분명했다. 일례로, 당시 영국에 있
던 존 모틀리(John Lothrop Motley)는 모친에게 쓴 편지에서, 모릴 관세
법 통과 이후 영국내 민심의 변화를 언급했다. “영국으로 파견된 남부측
특사가 벌인 반(反) 북부 선전선동보다 모릴 관세가 영국 민심을 소원케
했다”고 밝혔다.27) 남부연합측 외교관 에드윈 드 레온(Edwin De Leon)에
따르면, 탈퇴 초기에 영국의 중심인 런던에서 친북부성향의 언론은 급진적
인 데일리 뉴스(Daily News)와 석간지 더 스타(the Star)뿐이었다고 주
장했다.
프랑스 주재 미연방 공사였던 존 비겔로우(John Bigelow)는 1861년 9
월 런던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미국 공화주의는 지금 구식이 되었다.……
내 나라 미연방은 이곳 런던에서 남은 친구가 거의 없고, 런던 언론 가운데
2개의 신문을 제외하고 우리의 굴욕을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영국 주재의
미연방 공사였던 찰스 애덤스(Charles Francis Adams Sr.)는 “영국내 귀족,
언론, 중산 계급 모두는 북부의 반대진영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고
회고했다.28)
당시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은 “영국인들이 모릴관세 논쟁
에 대해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마치 그들은 노예제 문제가 분쟁의 본질
이 아니라 남북 간의 다툼의 본질이 관세에 있다는 확신에 도달한 듯하다”
고 밝히고 있다.29) 이렇듯 모릴 관세에 둘러싼 관세논쟁에 대해 영국 국민
27) Crawford, Anglo-American Crisis, p. 93.
28) Bigelow to Hargreave, September 14, 1861, John Bigelow Papers, New York
Public Library; Charles Francis Adams Jr., “The Richard Cobden Centennial.
Speech of Charles Francis Adams at the Dinner of the Free Trade League at
the Hotel Vendome, Boston, on the Evening of June 2, 1904,” p. 2.
29) New York Times, March 23,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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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영국의 여론을 분열시켰다.
남북전쟁 초기에 영국의 여론을 남부 연합에 유리하도록 한 것은 영국
인들의 자유무역적 경제관념이 크게 작용했으나, 남부 측의 선전활동의 활
약상 역시 눈에 띄었다. 1861년 5월 4일에 영국주재 남부연합 측의 외무위
원(commissioner)이었던 앰브로스 만(A. D. Mann), 피어 로스트(Pierre A.
Rost), 윌리엄 얜시(W. L. Yancey) 3인은 영국 하원의원으로 남부연합을
동조했던 윌리엄 그레고리(William Gregory)의 도움으로 영국 외상 존 러
셀(John Russell)과 회담을 가졌다. 외무위원들은 러셀에게 모릴 관세가 남
부의 연방탈퇴의 1차적인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8월 14일에도 외교문서에
서도 그들은 영국 외상에게 “남부는 세계와 자유무역을 희망한다”고 피력
했다. 즉 남부연합은 “평화와 자유무역의 영향 하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외교사절들은 남부 연합의 외무장관 로버트 툼스(Robert Toombs)
의 훈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다. 툼스는 남부의 연방탈퇴에 관한 대의명
분으로 1828년 이래 남부 주들을 상대로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보호
관세라는 형태로 북부 제조업에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제조업이 발달한 북부의 여러 주들” 덕분에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도록 했
다. 툼스는 “이 부당한 정책은 워싱턴 정부가 수락한 고율의 보호관세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하였다. 툼스가 밝힌 대의명분은 영국의 이해관계뿐
만 아니라 미국과의 통상에서 보호무역을 달가워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에서 남부 연합의 조치들이 현명한 것으로 비쳐지게 했다. 그는
독립국으로서 남부연합에 대한 영국의 조속한 승인을 내심 기대했으며, 외
교조약의 주요 목적이 평화와 통상에 있다고 하여 이들 외교사절에게 영국
과의 조약교섭권을 부여했다. 심지어 그는 리처드 콥덴(Richard Cobden)
의 격언을 인용하기까지 했다. 즉 “상대국가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곳
에서 남부연합도 구매할 수 있고, 상대국가가 팔 수 있는 곳에서 남부연합

406 동국사학 61집 (2016.12)

도 팔 수 있다. 남부연합의 정책은 세입관세의 유지 및 자유무역과 근거리
에 접하는 것, 그리고 남부의 시장을 유럽의 제조업국가들에게 특별히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0) 그러므로, 1861년 3월경 남부
연합의 외무부는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여 유럽에 대한 자유무역외교 정
책을 선언했다.
이렇게 남부 연합측은 영국으로부터 독립국 지위를 승인받기 위해 영
국의 방침과 상반된 노예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회피하고자 노력했고,
북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모릴 관세를 이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언론 셰필드 앤 로더럼(Sheffiled & Rotherham)은 노예노동
vs 자유노동이라는 이중적인 적대주의가 그러했듯이, 관세를 놓고 북부와
남부의 관세 입장차이가 화해에 대한 모든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31)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일부 인사들 역시 노예제 반대에 대한 북부진영
의 진정성에 의혹을 품는 한편, 남부에 대한 국가수립의 승인을 노예제 옹
호가 아닌 평화 및 통상의 무제한적 자유, 내전의 공포, 향후 몇 년 간의
영미간의 증오에서 찾았다.32) 앞서 언급했듯이 남부 연합의 편에 섰던 영
국의 하원의원 그레고리는 영국정부를 상대로 남부 연합을 독립국으로 설
득하는 논거로서 첫째, 노예무역의 종식과 둘째,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불필요한 전쟁 하에 여러 주들 간의 무력 개입을 중단케 하는 것이자 셋째,
30) James Morton Callahan,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Southern Confede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01, p. 111; Toombs to William
L. Yancey, Pierre A. Rost, and A. Dudley Mann, March 16, 1861, and Yancey,
Rost, and Mann to Russell, August 14, 1861, both reprinted in A Compilation

of the Messages and Papers of the Confederacy Including the Diplomatic
Correspondence 1861-1865, ed. James D. Richardson, 2 Vols., Nashville: U.S.
Publishing Company, 1905, Vol. 2, pp. 4-5, 7, 67.
31) Sheffiled & Rotherham Independent, supplement, May 18, 1861.
32) Letter reprinted in the Belfast News-Letter, June 14,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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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 모릴 관세에 대한 보복적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남부의 연방
탈퇴는 “(북부의) 이기적, 근시안적인 역행적 정책을 무효로 만들 것이며,
서부의 여러 주들이 고마워할 것”이라 했다.33) 여기서 근시안적이고 시대
에 역행하는 정책은 다름 아닌 모릴 관세를 겨냥한 것이었다.
영국 주재 미연방 공사였던 애덤스(Adams Sr.)는 영국외상 러셀과의
접견 이후,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남북 간의 분쟁상황에서 가시
적인 모릴 관세 문제와 가시적이지 않은 노예제 문제가 영국정부로 하여금
남부연합을 인정하는데 선택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34) 미 연방의
시워드 국무장관은 수시로 애덤스에게 훈령을 보내어 남부는 전시에 자유
무역정책을 유지 불가능할 것이고, 영국의 통상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보호관세가 아닌 미 연방을 상대로 한 전쟁이 될 것임을 영국 측에 밝혀
남부의 자유무역 외교에 반격할 것을 요구했다.35)
그런데 남북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북부인들의 사고에는 점
차 영국정부의 중립적 입장이 남부에 이익에 편승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북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일부 미국인들과 영국인들
은 모릴 관세에 대해 모호한 외교입장을 보이고 있는 영국에 대한 징벌적
처벌로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북부출신 인사는 모릴관세의
지속은 북부인들에게 적대적 행위로 비쳐지는 영국 중립에 대한 응징이라
고 주장했다.36)

33) London Times, June 12, 1861; New York Times, June 24, 1861.
34) Howard Jones, Union in Peril: The Crisis over British Intervention in the Civil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3, p. 34.
35) James Morton Callahan,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Southern Confede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01, p. 116.
36) Morning Post, June 11, 1861; London Standard, June 29,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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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전쟁 전후 관세에 대한 남부인의 입장과 비전

남부인들은 남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연방으로부
터의 정치적 독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남부의
경제발전의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첫걸음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기
존의 연방제가 북부와 차별화한 세금으로 남부 상업의 발전을 저해했고,
북부 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제공한 것에 비해 남부는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다.37) 남부인들은 남부가 연방에서 벗어나면, 강대국, 경제부국, 독
립국이 될 자질을 이전부터 갖추었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실천력과 비전은
남북전쟁의 패배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남부연합의 여러 정책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부연합은 독자적인 관세를 통해 대외 무역을
통제하려 했고, 남부에 무관세로 들어왔던 북부 물품을 수입품으로 적용하
여 체계적인 징벌적 과세를 준비하기도 했다.
노예제 수호, 서부로의 인구유출에 대한 남부인의 우려, 경제 발전 등
이런 개념들이 남부의 지정학적 차이를 뛰어넘어 백인만의 남부라는 신념
을 창조해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전 남부인에 대한 고정 관념으
로는 그들이 친농업적, 반정부적, 반근대적 성격이 강했다는 식의 설명이
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인들을 대표하는 농장주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낭만적 전통의 소유자이자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농장경영주였고, 철도 및 국내개발에 투자자이자, 남부지역의 읍과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다.38)
37) John Majewski, Modernizing A Slave Economy: The Economic Vision of the
Confederate N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p. 3.
38) Gavin Wright, Slavery and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Baton Ro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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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에서 상공업 진흥을 찬성했던 이들은 오랜 기간 북부 상업중심 도
시의 부와 권력에 대해 시기심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들 중에 분리
주의자들은 리치먼드, 노포크, 찰스턴이 연방을 벗어나야만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1850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한 분리주의자
가 쓰길, “찰스턴은 연방에 잔류하는 한 달팽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이
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경우, 번영에 대한 악몽을 떨쳐내고 비상
(飛上)할 것”이라고 하였다.39)
남부인들은 북부 중심의 미 연방에서 분리할 경우, 알렉산더 해밀턴의
경제구상대로 독자적인 남부연합 경제에 대한 미래상을 그려냈다. 남부연
합은 균형 잡힌 산업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북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
해 온건한 보호 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더 나아가
유럽제 수입품이 북부를 거치지 않고, 남부인들이 유럽산 물품을 직접 구
매하려 했다.40) 그리 된다면 남부의 상업과 도시들이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과의 직접 거래가 수월하지 못할 경우, 남부
는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진흥시켜 필수품을 생산하려 했다. 해밀턴 방식의
차용으로 남부 경제가 농업위주에서 벗어나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남부연합에 강력한 경제구조를 수립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남부가 이전에는 이런 전망을 내놓지 못했는가?
남부는 미연방의 일부로 속해 있을 때부터 관세제도 때문에 북부로 부
터 손해를 본다는 인상이 그들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었다. 남부는 기본적
으로 농업경제로 주요산물은 담배, 쌀, 면화였고, 생산된 면화의 대부분은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06; James L. Husto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Union: Slavery, Property Rights, and the Economic Origins of the Civil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39) Rutledge[pseud.], Separate State Secession Practically Discussed, Charleston,
1851, p. 18.
40) Kizer, Jr., Slavery was Not the Cause of the War Between the States,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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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히 영국의 수출용 원료 내지는 국내 북부의 직물공장의 원료용으로
쓰였다. 남부인들은 원자재 수출을 통해 북부 및 외국에서 생산된 완제품
을 구입할 만큼의 세입을 벌어야 했다. 의류, 사치품 외에도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세금비용을 추가시켜 물품의 지불가격을 끌어올리
기 때문에 남부인들은 무역 여건이 보호관세 일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
게 정해졌다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관세문제는 미국의 건국초기부터 남부
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민감한 가장 큰 문제였다.41)
관세는 또한 남북 간의 토지문제를 양산했다. 남부인들은 공유지에 대
해서 토지 판매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첫째, 토지를 매각해
서 얻는 세입은 관세 세입을 대체시키는 역할을 했고. 둘째, 토지를 무상으
로 제공할 경우, 농업용 토지에 대한 공급 확대를 초래하여, 그 결과가 남
부의 지가하락 및 남부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정치경제학에서는 남부가 작
은 규모의 연방 정부와 그 재정에 맞는 균형 관세와 유상 토지 판매를 옹
호했다. 반대로 북부는 고율의 보호관세와 연방 토지의 무료제공을 찬성했
다. 1860년 이전 남북 간의 상충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양한 운동과 정당
정치를 통해 대변되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재정에만 충당되는 세입관
세와 공유지 판매를 지지한 반면, 휘그당과 그 후신인 공화당은 보호관세
와 정착민을 위한 무료 토지를 옹호했다. 특히 공화당은 면화와 같은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남부로부터 얻는 세입액을 철강이나 공산품과 같은 고율
관세로 보호받는 품목을 생산하는 북부에게 분배하는 수단으로 고율관세
율을 조장했다.
남부인들은 관세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824년 관세법이었고,
1828년과 1832년 관세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남부인들은 공산품을 북부

41) Thornton and Ekelund Jr., 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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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럽에서 들여와 구입하게 되는데, 보호관세가 이들 품목의 가격을 비
싸게 인상시킨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남부인들은 “면화가
곧 왕(King Cotton)”이라는 관념이 생성되지 않아, 면화가 전 세계에 없어
서는 안 될 품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미국이 영국산 제
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영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면화를
수입금지하거나 관세를 높게 물리는 것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흑인노예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자산이 감소
된다고 여기는 이해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준주로의 노예주 확장을 반대했
던 링컨의 당선은 남부의 연방탈퇴를 결정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과거 영국의 폭정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탈퇴를 막는 북부
중심의 미 연방을 상대로 주 주권론을 수호하기 위해 북부와 일전을 치룰
각오를 다졌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노예 소유
자에게 있어 공화당의 보호무역 정강은 그들의 농장의 수익성을 악화시키
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사유재산이었던 노예들이 남부 밖
으로 도망가는 당시 상황에서, 공화당의 보호무역 정책은 남부인에게 위협
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남부 주 정부들은 남북전쟁 이전 철도에 1억 2,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
했다. 이러한 지출 대부분은 1850년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건설된 남부
주요 7개 주의 철도 길이는 1,800마일에서 7,001마일로 확장되었다. 그런
데 이 시기에 철도 확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수준이 남과 북이 상이했
다. 남부에서는 주차원의 투자가 진행되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북부에서는
주차원의 투자가 후퇴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연방정부
의 재정지출이 상공업과 많은 인구를 가진 북부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되었
기 때문이었다.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은 북부의 내륙개발에 지원된 연방 재원을 남부로
돌릴 수 있다면, 남부에서도 북부에 못지않은 대도시의 성장, 남부 내륙의

412 동국사학 61집 (2016.12)

개발확대, 유럽과의 직항로 개설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남부가 미
연방에서 벗어나 독립을 성공할 경우, 북부에서 생산된 기존의 국내용이었
던 물품들은 외국산으로 변모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부연합의 관
세가 저관세 정책을 추진해도 교역의 패턴은 급격한 변화를 낳게 되는 것
이었다. 역으로 남부의 관세가 저관세라 해도 북부의 입장에서는 징벌적
벌칙이 되는 셈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북부의 교역조건의 약화는 남부
버지니아 같은 지역이 제조업 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관세현안은 1830년대 주요한 전국적인 정치현안이었지만 1840
년대와 1850년대 접어들면 노예제에 정치권의 관심을 빼앗겨 관세의 관심
이 퇴색되었다. 남부는 1846년 워커관세법과 1857년 관세법 제정을 통해
관세 인하를 쟁취했다. 따라서 무역 현안에 대한 남과 북의 지역간 긴장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1840년대와 1850년대는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남부인들은 북부와 비교해서 남부의 성장
둔화에 대한 원인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 중 보호관세가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되었다.
1845년 존 캘훈은 제임스 해먼드(James H. Hammond)에게 편지를 쓰
길, “연방정부의 관세가 남부를 얼마나 옥죄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 접근하거나 논의된 바도 없다”
고 하였다. 그는 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답을 듣기를 원했다. “(연방)
세관을 없애고, 남부에서 거둬들인 재원은 남부에서 쓰이도록 하라. 그러
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번영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42)
1850년에는 가넷(Muscoe H. R. Garnett)은 “미 연방, 과거와 미래(The

Union, Past and Future)”라는 팸플릿을 통해 캘훈이 권고한 조사를 정밀
42) John C. Calhoun to James H. Hammond, August 30, 1845, in The Papers of
John C. Calhoun, Vol. 32, ed. Clyde N. Wilson,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5,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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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행하여 발표했다. 그는 남부가 관세와 여러 세금을 포함한 대부분
의 국가세금을 납부했지만, 북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그것의 대
부분을 받아갔다고 하였다.43) 그에 따르면, 남부는 1791년에서 1845년까
지 노예주들은 관세 총액 7억 1,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에 비해 자유
주인 북부는 2억 1,1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남부가 지출한 세금은 북부
지역의 운하, 등대, 어업 관련 프로젝트에 전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결론 맺기를 “남부 노동자의 임금과 남부 자본의 이윤이 현재 연방정부의
세수와 재정지출로 인해 북부에 흘러 들어갔으며, 그 속도가 남부 해안의
파도보다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44) 연방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남부의 자
본이 북부로 불공평하게 재분배되었다는 가넷의 주장은 당시 남부의 분리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적 수사어구가 되었다.
1851년에는 러틀리지(Rutledge)라는 가명을 쓴 사우스캐롤라이나 출
신의 작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관세로 매년 약 500만 달러가 쓰
이며 이는 남부에서 북부로 보내지는 가장 부당한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연방에 속한 주 가운데 가장 적은 주였던 사우스캐롤라
이나가 지출한 금액만 1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였다.45)
1855년에는 찰스턴 신문의 편집자 스프레트(L. W. Spratt)는 북부는
연방지출액에서 해마다 4,000만 달러를 지원받는 것에 비해 남부는 매년
1,000만 달러를 지급받으며, 남부인의 호주머니에서 연방 세입의 대부분이
충당되고, 결국 남부인들이 국가 세입의 알짜배기였다고 하였다.46)
43) William A. Link, Root of Secession: Slavery and politics in Antebellum Virgini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p. 140; Majewski, Modernizing
A Slave Economy, p. 112.
44) Garnett, The Union, Past and Future, p. 11; Majewski, Modernizing A Slave
Economy, p. 112.
45) Rutledge, “Separate State Secession Practically Discussed”, Charleston, 1851, p. 3.
46) L. W. Spratt, A Series of Articles on the Value of the Union to the South, Lately
Published in the Charleston Standard, Charleston: James, Williams, and Git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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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프레스턴 S. 브룩(Preston S. Brook)은 비
슷한 어조로, 남부인들은 국가 세금의 2/3를 지불하지만,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에는 1/9만을 얻는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를 북부를 위한 황금달걀을
낳는 거위라고 하면서, 그 북부는 탐욕에 사로잡힌 노예제 확대금지를 주
장하며 우리를 파멸하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47)
이처럼 남부의 지식인들과 분리주의자들은 자본의 강제적 재분배가 전
적으로 북부 위주로 이루어져 남부의 상업, 도시, 제조업 발전을 더디게
했다는 논조를 강하게 피력했다. 분리주의자들은 자주 언급하는 논지로,
미국 최초의 보호관세(1818)가 제정되기 전에는 남과 북, 양 지역은 거의
경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가혹한 징세의 시기가 도래하여 남부
를 북부에 종속적 지위로 전락시키는 경제적 불평등이 이뤄졌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1851년 로버트 레트(Robert Barnwell Rhett)는 상원에서 “우리 남부가
북부의 부를 관리하기 위해 부를 강제적으로 빼앗긴 식민지였다”고 주장했
다.48) 착취당한 종속적, 식민적 위치로 남부를 형상화시키는 이미지는 사
우스캐롤라이나 전당대회에서 거의 공식적 입장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전
당대회에서 관세 및 전국적인 상업 정책이 남부의 수많은 도시를 그저 그
러한 지방의 중소도시로 전락시켰다고 악평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남부
의 독립은 남부지역의 자본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분리운동이 최고조로 다다르는 시점인 1860년 12월에 찰스턴 머큐리
(Charleston Mercury)지는 “북부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남부의 도시들은
정체되고 말았고, 북부의 도시들을 거대한 상업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사
1855, p. 7.
47) Congressional Globe, 33rd Cogress., 1st Session, app., p. 375.
48) Congressional Glove, 32nd Congress, 1st Session, app.,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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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실었다.49)

Ⅴ. 결론

지금까지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닫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모릴관세법
의 제정과정과 관세입장에 따른 남북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영국이 왜 남북전쟁 당시 북부의 모릴관세법에 대해
반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남부의 미 연방 탈퇴 원인은 노예제 반대론자(Anti-slavery Man)였던
링컨이 1860년 대선에서 승리한 결과 남부로서는 장래에 자신들의 사유재
산제도였던 노예제가 폐기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그러나 남부의 이탈에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는 대선 보다 연방의회 선거였다. 1860년 이전 선거
에서는 민주당은 적어도 상원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1858년 선거
를 통하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1860년 의회선거에서 상하양원을 모두
석권하여, 민주당의 남부 출신 상원의원들은 연방의회 권력을 상실하게 되
었다. 더 이상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남부측은 입법부의 권력
구조상 노예제와 관세법이 북부 중심으로 노예제 반대와 고율 보호관세로
제정될 것을 예상하여 남부의 상원의원들은 연방상원에서 이탈하여 새로
운 남부연합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전통주의 사가들은 모릴관세법에 대해 모릴과 존 셔먼의 주장
대로 단순한 세입관세라고 주장했지만, 모릴 관세법은 기초안과 달리 철강
49) “The Biter Bit,” Charleston Mercury, March 29, 1861; Joseph J. Persky, The Burden
of Dependecy: Colonial Themes in South Economic Thought,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pp. 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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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직 등의 모든 미국 제조업 이익단체들과 모릴이 3년간의 협의를 통해
고율기조의 보호관세로 작성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모릴은 1880년대까지
미국의 보호무역의 중심인물로 보호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미국의
산업화에 일조했지만, 미국의 경제 및 사회적 불공평성을 누적시키게 된
다. 남북전쟁은 기본적으로 도덕 및 정치면에서 흑인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와 그것을 반대하는 북부간의 빚어진 유혈극으로 알려졌으나 그 원인
은 단순히 흑인노예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금에 대한 공평한 분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남북전쟁 전에도
중요했다. 세금으로 모인 재원은 그 분배에 따라 어느 한쪽은 잃고, 어느
한쪽은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전쟁 이전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로 재
원 마련은 관세였다. 독립전쟁이나 1812년에 발발한 제2차 미영전쟁와 같
은 특수한 시기에 군비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세를 거둔 적도 있고, 서
부로의 팽창과정에서 공유지 판매로 재원마련을 하기도 했지만, 1913년까
지 소득세 규정이 헌법 수정조항에 명시될 때까지 연방정부의 세입원은
관세였다.50)
남부는 관세에 대해 관세가 갖는 기본적인 기능과 별도로 2개의 꿈이
있었다. 관세가 갖는 기본적인 기능이란 연방정부가 운영에 필요한 세원마
련과 국내 산업보호였다. 북부와 달리 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남부는 면화,
쌀, 옥수수 재배와 같은 다원화되지 못한 농업만 발전된 지역이었다. 흑인
을 제외하고 600만 정도의 백인 인구는 이동식 경작과 노예노동에 입각한
대농장 경영이라는 농업 방식 때문에 상업이나 공업의 발전이 거의 부재하
거나 미약했고, 따라서 대도시로의 발전으로 나아가기에는 원천적으로 불
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임금을 받지 못한 흑인들의 구매

50) Thornton and Ekelund, 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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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전무한 상황이었지만, 백인 대농장주들은 생필품과 사치품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어 남부가 북부보다 연방정부로 들어가는 관세
의 상당부분을 지불했다. 이처럼 산업의 부재는 북부와 달리 남부에 노동
인구를 끌어드릴 매개체가 없었던 것이고, 노동력 부족은 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남부의 경제구조는 현행 관세로는 혜택을 받을 것이 거의 없었다. 관
세로 산업을 보호해야 할 공업분야는 전무한 실정이었고, 소수의 부유한
대농장주를 제외한 적은 소비 인구와 대도시의 부재 등으로 인해 관세에
형성된 재원이 연방정부를 통해 남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배분되는 명분이 약했다. 다시 말해 현행 관세가 갖는 원래의 기능에 대해
남부는 실익이 거의 없었다.
남부가 관세에 갖는 꿈은 하나는 자신들이 소비해서 축적된 관세가 연
방정부의 재원으로 북부의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지형조건에도 관세의 재원이 남
부의 경제발전에 사용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남부에 배타적인 현행 재정지
출 제도 하에서 관세로 거둬들인 연방정부의 세수는 남부지역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없었다.
남부인들은 관세로 형성된 연방정부의 세원에 대해 그들은 그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져 남부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소외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등이 굳게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연방에서 탈퇴하여, 남부에서 소비된 관
세 재원을 온전히 남부에 철도 및 운하,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면 남부지역에 북부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현행 연방체제 내에서 남
부는 남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관세라는 재원이 북부와 “나눠먹기” 식 배
분이기 때문에 남부가 소비해서 마련된 재원을 남부를 위해 쓰여 질 수
없었다. 경제를 아는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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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단순히 경제문제만 낳은 것이 아니었다. 관세는 노예제와 땅값
문제와도 연관되었다. 남부는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방식인 노예제에 대해
인간애적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노예를 단순히 사적 소유물 내지
개인 동산으로 취급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북부에서 일고 있는 노예제 폐
지는 단기적인 사유재산의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연방에 편입되는 새로운
주에 노예제 이식 또는 확장이 저지당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위협이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부인들은 노예제 확대가 저지되어 연방정치의 권력이
북부에 넘어간다면, 1846년부터 지속된 저관세 기조의 관세법이 보호무역
관세법으로 개정된다면, 남부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남북 간의 관세를 통한 역학관계가 분리와 종국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관세, 노예제, 서부의 토지관계는 상호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노예제를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 경제, 문
화적 제도로 생각했던 남부인들이 연방정치에서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 앞서 가졌던 불만과 시기심이 더 팽배되어 분리
와 이탈을 자극했다. 특히 관세가 갖는 기본적 부의 재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기성의 연방의회정치에 대한 회의적 불만은 결국 분노로 폭발되어
남부의 연방 이탈을 초래한 것이다.
남부인들은 세금에 대한 차별대우, 그 세금이 북부 산업발전에 인프라
를 제공하는 보조금 형태의 재원으로 이용될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윌모트 조항, 존브라운 사건 등은 결국 남부인들이 직접적인 자신
의 재산권인 노예제 폐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지키고자 노예제 확대를
필요한 주의 확대가 필요했고, 연방정치에서 보호관세법을 막아할 할 명분
이 되지 않았을까? 문화적, 관습적으로 노예제의 수호를 지키고자 했지만,
한편 연방의회에서 정치권력이 밀리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관세법 책정
이 이루어져 세금의 불공평성이 더욱 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호관세로 연방재정이 흑자로 유지되고, 공유지 판매로 거둬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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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절실히 요구되자 않는 상황이 되면서 자유토지를 통해 서부에 저렴
한 토지가 공급되면, 북부 및 남부 출신자들이 서부로 정착하게 될 것이고,
백인인구가 부족한 남부에서 서부로의 인구유입은 남부지역의 토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남부의 경제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고, 더 나아
가 서부에 몰린 인구에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철도와
같은 인프라 확대는 결국 연방재원에서 나가게 되고, 그의 따른 세금 불공
평성에 대한 불만은 남부의 연방이탈로 이어졌고, 남부만을 위한 부강한
경제력을 갖춘 남부연합이라는 경제대국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2016.11.14 투고 / 2016.12.17 심사완료 / 2016.12.18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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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ted Kingdom’s and the South’s Position
on The Morrill Tariff
Jung, Tae-hee

This article explores above all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orrill
tariff act and the tariff vision of South Elite who sought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ecession. Secondly, this paper deals with the
cause of conflict through the tariff vision of the U.K. people in the
earlier Civil War.
Lincoln’s victory in 1860 election was one of the South’s secessional
causes, there by the South People were enveloped by fear for abolition
of slavery. However The south’s decisive secession was politically not
presidential election but U. S. congressional race. Before 1860 the
Democratic Party controled the Senate’s leadership but through the
off-year election of 1858 the GOP took control of lower house and
finally did both house of congress. So that the South was out of power
of U.S. Congress hegemony.
Historians have generally acknowledged the significance of the
Morrill Tariff. Morrill’s draft bill offered sheep farmers a specific duty
of 8 cents per pound of wool in place of the 24 percent ad valorem
rate from 1857. Implemented as direct response to the fiscal crisis
created by the Buchanan administration, the Morrill Tariff re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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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ll and John Sherman’s effort to augment federal revenue for a
depleted Treasury. Finally president James Buchanan signed to revise
the Tariff of 1857 to arrest the growth of the federal deficit.
Historians have long debated the Morrill tariff’s exact role in the
1860 election, but this much is certain: The South People believed that
Per capita income in the South, in the 1820s and 1830s before the civil
war, was roughly the same as in the North. As time passed, The South
people was certain that the unfair taxation of the South for the direct
benefit of the North: 3/4ths of the federal treasury was supplied by the
South, yet 3/4ths of federal tax revenue was spent in the North. It was
a direct transfer out of the South and into the Pockets of Northerners.
The tariff is the perfect thing to contrast the differences in North and
South. When the South was out of the Union, the North Passed the
astronomical Morrill Tariff.
In the light of The South‘s eye, tariff did not give birth to simple
tax problem. Tariff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linked into
regionally free toil problem in West. In the case of Federal
administration surplus due to protective tariff, Federal Adminstration
had no use for Federal Tax Revenue from the selling of public land.
In that invent, the settlers supplied with the free toil were flocked into
west and the south’s toil value was falling. this course linked into the
increasing of infrastructure in West, such as railroad. Finally federal tax
leaked into West brought into the grievance of the South.

 Keyword
Morrill Tariff, Justin Morrill, Civil War, Federal Tax Revenue, The Buchana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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