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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온건한 공화당 행정부  
   
1) 1952년 선거와 공화당 집권  
① Dwight Eisenhower(p) 
- 전쟁영웅 
-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인물 
- 많은 권한을 보좌관에 일임 
- 업무 파악이 무디다는 비난받음 
-그러나 매우 인기있던 대통령 
 
- 1950년대 미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윤택하고 활기찬 시절 
- 1차대전과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고, 세계 부(富)의 1/3이 집중된 미국은 가장 위대한 
   나라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자타가 공인 
-당시 미국인들은 2002년 월드컵 뒤의  
  한국보다 100배 이상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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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공의 상징인 자동차, 텔레비젼, 전원주택으로 
   미국의 꿈이 이루진 것으로 보았음 
- 동시에 정파를 초월하여 “공산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짐  
- 기성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도 충만함 
   
   
② 1952년 선거 
- 공화당의 아이젠하워와 민주당의 아들라이 스티븐슨 
- 공화당의 닉슨 부통령 후보 (강경한 반공주의)  
 
 : 공화당 상하 양원도 승리  
 :  1933년 이후 민주당 장기 집권 막내려  
 :  민주당의 부정부패 (5% 협잡꾼) 
 :  한국전쟁으로 미국 경제 일시적 회복, 그러나 인플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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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복지제도 존속  
-아이크[Ike (Eisenhower를 줄여서 아이크라고 함)]는 자신의  
   친기업가적 태도를 생명력 있는 보수주의로 명명함 

 
-당시 대부분의 예산이 제대군인 연금, 사회복지 혜택, 
  국가부채 이자 지불 등 고정된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데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짐 
   
-그러나 빈민대중의 불만을 두려워하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곤란함 

 
-공화당 우파들은 이러한 삭감 실패를  
   “민주당 제2중대”라고  비난함 

 
-결국 Ike는 “자유방임주의에 정부간섭주의를 적절히 
  배합”한 중도노선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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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응의 사회 분위기  
- 합의의 역사 
  : 20세기 초 미국은 대립과 갈등의 역사로 인식 
  : 빈자와 부자, 북부와 남부, 농민과 소비자, 기업가와 소비자 
     
   
-그러나 1950년대는 안정, 연속성, 문화적 동일성에  
   바탕한 합의의 역사 
  : 갖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념이 끝난 것으로 이해됨 
   
 
- 기성 권위에 대한 존경 
  : 정부, 기업, 노동, 군부,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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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방임 체제로의 복귀 노력  
①농업지원금의 삭감정책 
- 1930년대 민주당 정부는 농민들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과 평형가격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 당시는 지원금 + 화학비료 + 기계사용으로 
→ 잉여농산물 계속 증가 
→농산물 가격 하락 
→ 소규모 자영농들은 농업을 포기하게 됨 
   
- 그러나 정부는 농민지원금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90% 정도의 평형가격을 75% 정도로만 삭감(1954년 농업법) 

 : 왜냐하면 Ike는 농업지원 프로그램을 “국가적 수치”로 생각 
 
*평형가격: 공산품 가격에 대비하여  
               (농부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농산품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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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도 정부가 농산물에 대해 각종 지원제공 
 : 예를 들면, 얼마전까지 정부는 매년 가을 생산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쌀을 사서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데,  
   이것이 농업지원(금) 
   
-당시 Ike는 이런 지원을 폐지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경작을 하고 농작물을 판매해야 한다고 믿었으나, 이미 
  있어오던 지원금을 대거 삭감하지는 못하고 평형가격을  
  75% 정도로 삭감함. 
 
②기타 지원 
-그럼에도 사회보장 법을 수정·보완하고 + 무주택자에게  
  정부보조금 지급함 
 : 고속도로 법(1956)으로 거의 모든 주간 고속도로 완성 
 : 이런 조치는 미국 철도 발전에 악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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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맥카시즘의 쇠퇴 
-Ike는 정치적 공정성, 위신, 인권침해 등으로 
  매카시의 과격한 반공주의는 반대했으나,  
  자신이 그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음 
   
 : 다만 트루만정부가 추진했던 충성도 심사를 강화함 
 
-정부 등 사회 각 분야에 안보적으로 위험한  
   인물 해고 
 : 2차 대전 중에 핵폭탄 제조 지휘했으나 
  수소폭탄제조를 반대했던 오펜하이머박사에 대해 
  신원보증 중지하는 등  
 : 진보적 교수 18명을 해고 
 : 이렇게 미국사회는 계속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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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매카시가 뚜렷한 물증도 없이  
  군대까지 공격하자, 의회 청문회에서 탄핵을 받음 
 
  : 과로로 48세에 사망(1957) 
  : 50년대를 주름잡던 매카시즘이 드디어 끝남.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물증 없이 특정 정치인을 
  비난할 때  
  매카시즘적 비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9 6장: 국민적 합의의 시기 



6) 브라운 판결과 민권운동의 활성화  
 
①브라운판결(브라운  대對 토페카 교육위원회 소송; 1954) 

- 린다 브라운(초등학교 3년) 

 : 집 바로 옆에 학교에 못 가고 2키로나 떨어진  
   흑인학교까 지 걸어서  등교 
: 아버지가 소송 
 
 :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흑인들을   
   2류 시민으로  차별 한다며 항거함 
 : 흑백 갈등 고조 
 : 대법원에서 브라운  지지하여 흑인들의 승리  
 
 : 대법원이 학교에서의 흑백차별 금지 판결 
 : 그 동안 유지되어 오던 “분리되어 있으나 평등하다”  
   (separate but equal)는 원칙은 이제 모든 미국 사회에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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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인들은 이런 판결을 무시하고  
  “백인시민위원회” 조직하는여 항의 +  
   KKK 활동 왕성 
 
②흑백 문제의 인화성 
- 버스내의 충돌 
 : 알라바마주의 수도 몽고메리에서 로자팔스(p)라는 
   흑인여자가 흑인들은 버스 뒷자석에 앉아야 되는데  
   앞 자석에 앉아 체포됨(1955) 

 

 : 흑인들 1년간 시내버스승차 거부운동 
 : 로자 팔스 “내 발은 몹시 피곤하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평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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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목사(Martin Luther King, Jr.; 27세) 

 
: 침례교 목사인 킹 박사가 흑인지도자로 대두 
: 비폭력으로 버스 문제 저항 주도 
 
: 인도의 간디로부터 영향 
: 민권운동 규합 위해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SCLC) 창설하고  
  의장이 됨(1957) 
 
: 노스 캘롤라이나 농업기술학교에서 흑인학생 4명이 백인석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백인학생들로부터 심한 야유와 몰매 맞음 
→ 여기서 시작된 연좌농성이 남부와 북부로 계속 확산 
→결국 흑백간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함  

 
: 그러나 1950년대까지는 흑백 갈등이 약하였지만,  
  60년대에는  폭력적이 됨 

12 6장: 국민적 합의의 시기 



③인디언 보호정책의 종식 
 
-종료정책(Termination, 1953) 

 : 인디언 보호구역 철폐 + 연방 혜택 축소 
 : 61개 부족이 정부혜택 못 받음 
 : 8명 중 1명이 재 정착금 받고 보호구역 떠남 
 : 이들은 도시로 가서 마약, 알콜에 빠지면서  
  정신치료를 받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함 
 
-미국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종족은  
   미국에서 원래부터 살아오던 인디언  
 : 백인들은 미국 지배 
 : 아시아인들은 부지런 
 : 흑인들은 음악이나 스포츠 에서 두각 
 : 그러나 인디언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타 인종보다  
   뒤떨어져  미국  사회의 낙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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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56년의 대통령선거 
 
-공화당의 Ike는 대선 직전에 심장마비로 고통받아 
  대선후보에서 탈락의 위기도 겪었으나,  
  헝가리의 소련군에대한 봉기, 수에즈 운하 위기 등에서 
  군출신으로서 Ike의 입지가 강화 
 :민주당의 아들라이 스티븐슨에 대해 압도적 당선 
 
-당시 미국은 경기불안 여파 있었으나  
   경제는 여전히 호황 
 :경제가 좋을 때는 현직대통령이 주로 당선됨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Sputnik호 1957) 발사 
→ 미국 국방교육법(1958) 통과 
   :학교에서 수학, 과학, 외국어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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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  
1) 반공외교 
①존 덜레스(John Dulles) 국무장관 
 -우드로 윌슨대통령의 보좌관  
 -대량보복과 전쟁에 대한 억제 능력을 토대로  
   새로운 군사정책으로 체계화 
   
 -트루만대통령 당시 “봉쇄”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방어적이어서 덜레스는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  
   “해방”이라는 용어 사용  
   
 -벼랑외교(brinkmanship) 

  :위기가 왔을 때 전쟁으로 가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음 
   
 -도미노(Domino)이론  
  :1개국의 공산화는 인접 국가로 급속히 확산된다는 주장 
  :그러므로 어떤 나라라도 공산화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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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첨단무기 등장 
-수소폭탄 (1952. 11)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자 미국은 이보다  
  더욱 위력적인 수소폭탄 개발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폭의 750배 위력 
 :소련도 1953년 수소폭탄 개발성공 
 :소련은 연이어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1957.8) 
 
-미국도 곧 ICBM 개발 + 장거리 폭격기 개발(B-52)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여 유럽에 배치 
 :항공우주국(NASA) 창설(1958)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SLBM) 개발하는 등  
  소련과의 미사일 격차(missile gap) 극복 
 
-결국 너무 많은 무기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한 양측은  
  미소간 군비축소회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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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에 대한 제3세계의 도전 
   
1) 식민지 독립과 비동맹 운동  
 
- 대전 후 신생국 계속 독립 
  : 96개 탄생(1943-89) 
  : 이들 지역에서는 망간, 석유, 주석 등 천연자원 풍부 
  : UN에서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소 양측은 
    서로 이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함 
  : 그러나 내전, 독재, 가난에 찌든 이들에게는 소련식 
    공산주의가 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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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세계 혁명과 미국 
-인도, 가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은 미소 어느 
  측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는 중립적 비동맹 추진 

 
 : 그러나 미소는 이들의 중립주의도 봉쇄의 대상으로 보았음 
 : 특히 미국은 이들에게 확실한 선택을 촉구 
 
 : 이 당시 주미 인도대사가 휴스톤 공황의 백인전용석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하고 미얀마의 교육부장관도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시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거부당함 
   
 : 이런 것들이 제3세계의 중립화에 촉매작용 + 
   공산주의로부터 공격에 빌미 
   
-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혁명하였으나  
   3세계의 혁명(주로 공산주의혁명)은 주로 반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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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삼분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을  “1세계” 
: 구 소련과 동유럽 등을 “2세계” 
: 그 외 중진국과 후진국을 “3세계”라고 흔히 칭함. 
 
: 미국은 제3세계의 혁명은 미국의 투자, 시장, 군사기지에  
  위험하다고 봄 
: 거의 언제나 3세계의 보수세력을 지원함 
   
- 중앙정보부(CIA) 창설(1947) 
: 첩보활동 + 비밀공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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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  
 
: 사회주의자인 아르벤츠가 대통령 당선(1951) 
: 대통령은 토지개혁 위해 미국회사인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미 경작 토지를 몰수함 
: 이 회사는 과테말라의 철도, 항만, 선박, 전자통신 장악 
 
: 미국은 이 정부를 공산정부로 규정하고 전복계획을 세움 
: 미군은 무기 공수 및 우익 지원 
: 마침내 친미정권 수립 
: 이런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아주 흔한 일이며 한국에도 
  있었다고 보고 있음 
 
: 이런 사건 등이 반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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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아랍주의와 미국 
-당시 범 아랍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이집트의  
   가말 나세르 대통령이 부각됨 

 
: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p)지역에서 이 지역의 
  지배세력인 영국군을 축출하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을 축출함 
 
:여기서 수에즈운하는 서구에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서유럽국가들의 원유 중 75%를 중동에서 가져오며,  
  대부분은 수에즈 운하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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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를 침공하여  
 → 이집트로부터 탈환(1956. 10)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이 작전에서 
  제외”되었고 + 향후 소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국가들을 맹비난함 
 :미국 압력으로 이들 국가들은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  
 
 :그러나 이후 미국은 친이스라엘정책  
  + 반 중동정책을 폄으로써 중동에서의  
  반미주의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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