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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킨 진짜 이유는 

경제에 있다?

노예 해방으로 잘 알려진 링컨! 하지만 그가 노예를 해방 

시킨 진짜 이유가 있다. 당시 미국 남부와 북부의 경제 상

황을 비교해보고,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에 대한 진짜 이야

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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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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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때 북군을 지도하여 노예 해방을 이끈 미국

의 제16대 대통령(재임 1861~1865). 그가 전쟁 때 게

티스버그에서 한 연설(1863)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

의의 상징으로 불린다. 대통령에 재선되었으나, 이듬

해 암살당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 1809~1865)



공업지대인 북부와 면화지대인 남부의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면서 일어난 미국의 내전. 링컨이 이끄는 북부

군은 노예제 폐지를, 남부 연합군은 노예제 유지를 주

장. 북군의 승리로 노예 해방이 결정적 계기를 맞이했

다.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1861~1865)



남북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으로 평가받는 남북 

전쟁: 당시, 백인 인구 1/6이 참전하여 1/3이 사망

남북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노예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산업구조에 있었다!

남부 지역: 주로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북잉글랜드 

                 출신들이 이주

북부 지역: 주로’동부 잉글랜드 출신들이 이주

남과 북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었지만, 지리상 

완충 지역을 끼고 있어서 초기에는 별다른 충돌이 없

었다.

식민지 시절부터 북부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남부 지역에서는 ‘농업’이 발달하는 식으로 

산업구조가 고착화하기 시작했다.



산업구조의 영향

산업구조는 문화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 

남부영국 귀족층을 중심으로 흡연 문화가 형성되어 담

배를 생산

- 조면기의 발명 이후 목화를 생산

→ 노예가 중요한 생산 요소

남부 지역은 처음부터 흑인 노예를 활용한 게 아니라, 

초기에는 ‘백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 준열대성 기후라는 악조건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이 

남부에서 일하기를 꺼림

- 자유롭게 개간할 수 있는 빈땅이 많아 백인들이 소

작농으로 일하기를 기피

→ ‘계약 하인’ 등장

- 계약 하인 역시 같은 요인으로 인해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음

→ 따라서 노동의 중단을 막고자 ‘흑인 노예’가 등장



흑인 노예는 철저히 경제적인 시행착오 끝에 등장한 

귀결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과 북의 경제구조가 점점 달라지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었으며, 연방헌법을 제정하는 등 미국의 기반을 다지

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제이 조약(Jay Treaty, 1794)

미국과 영국의 평화를 위해 체결된 국제 조약. 미국 내 

영국군 철수, 영국인 채권자에 대한 부채 탕감, 미국과 

영국의 호혜 통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이 조약에서 미국은 영국에 몇 가지 사항을 양보하

였는데, 그 중 ‘영국인 채권자에 대한 미국인의 부채 

탕감’이 크게 문제가 된다.영국인이 갚지 않고 있던 부

채의 대부분은 남부에 몰려 있었는데, 제이 조약에 따



라 그 빚을 탕감해주면서 남과 북의 갈등이 고조되었

다.

북부

-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나날이 발전

-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인구 증가로 인해 북쪽 

지역의 하원 의원 수는 점점 증가

- 국가의 부가 북쪽으로 점점 치우침

- 북부는 관세를 높여야 유리

남부

- 노예를 기반으로 한 목화 재배의 경쟁이 더욱 치열

- 목화 재배가 가능한 토지가 점점 감소

- 남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인 서부로 이주해 

가면서 남부의 입지는 더욱 악화됨

- 남부는 관세를 낮춰야 유리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에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보복 

관세로 생필품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관세가 낮아야 유리

관세가 높아지면 남부는 유럽이 아니라 북부에서 생필



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부에서는 관세가 

높아야 유리

남부

- 대농장 경영으로 부를 거머쥔 남부 사람들은 귀족 

문화를 형성

- 3일 내내 진행되는 댄스파티, 경마, 사냥

- 유럽에 있었을 당시 유럽 귀족들이 사회 지도층임을 

과시하기 위해 즐겼던 놀이 문화

북부

- 가난한 가족들이 도시에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함

- 어린 아이 역시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함

‘경제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를 내고, 놀이 문화와 삶

의 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감성적 차이’가 생겨났다.

이러한 감정의 골이 ‘남북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



남북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노예의 인권’이 아니라, 남

부와 북부의 산업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19세기 미국에서 북부는 산업이 발달, 남부는 목화나 

담배 재배 등 농업이 발달하였다.

흑인 노예는 철저히 경제적인 시행착오 끝에 등장한 

귀결이었다.

남북의 경제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와 감성적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남북전쟁으로 치달았다.



1. 다음 발언을 하는 사람 중에서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부를 지

지한 사람은 누구인가?

· 제퍼슨 : 우리 집 대농장을 위해서는 노예제도가 

                유지되어야 해

· 아브라함 : 흑인의 인권을 지켜야 해, 따라서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해

· 워싱턴 : 산업의 발달로 공장을 더 지어야 해

(1) 제퍼슨   (2) 아브라함

(3) 워싱턴   (4) 없다.

2. 다음 중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노예제 폐지를 두고 일어난 내전

(2)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으로 평가받는 전쟁. 당시, 

백인 인구 1/6이 참전하여 1/3이 사망.

(3) 결국 남부가 승리하면서 노예제가 되지되고 만다.

(4) 남북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노예인권 수호에 대한 문제보다, 

산업구조에 있다.



3. 다음 중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화가 급속하게 일어났다.

(2) 인구가 남부보다 많았다.

(3) 주민들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4) 관세를 낮춰야 유리하다.



1. (2)   2.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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