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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보수우파 정권  
   
1) 1980년의 선거 
- 1970년대 말 미국인들 미래 전망 어두움 
: 워터게이트사건(1970년대 초) 
: 주이란  미국대사관 직원 인질(p; 1979년 말) 
: 경제 침체 
: 탈산업화 현상 (자동차 공장, 제철공장 폐쇄) 
: 요즘 미국인들 제철 분야는 한국으로 유학 옴 
   
- 로널드 레이건 
: 라디오 방송국 스포츠 기자  
: 영화배우 출신(50편 출현) 
: 캘리포니아 주지사 
: 구호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 

: 전통적 가치관의 부활 + 균형 예산으로의 복귀  
  + 자유방임체제 복귀 

2 14장: 1980년대의 우경화 

http://www.metacafe.com/watch/319400/operation_eagle_claw/
http://www.metacafe.com/watch/319400/operation_eagle_claw/
http://www.metacafe.com/watch/319400/operation_eagle_claw/
http://www.metacafe.com/watch/319400/operation_eagle_claw/
http://www.metacafe.com/watch/319400/operation_eagle_claw/


: 세금을 줄이는 공급경제(레이건 경제) 주장 
[이런 주의자들을 Old Right(구우파) 라고 함] 
 
: 낙태 금지 + 남녀평등법안 반대 +  
  동성애/음란예술 반대 + 학교기도 찬성 
[이들을 주로 New Right(신우파) 라고 함] 
- 민주당 현직 대통령인 카터에 크게 승리  
   
2) 자유방임주의 재천명 
- 1981년 1월 20일 대통령취임식에  
    444일 간 억류된  이란인질  50여명 복귀 

 
-연방 예산 대대적 삭감 
: 빈민, 노인의료지원(Medicare), 빈민의료지원(Medicaid),  
  식품교환권(food stamp), 아동무료급식 지원 대폭 삭감 
: 지역개발청 폐지 
→1920년대 캘빈 쿨리지대통령 이후  가장 보수적인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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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규제의 폐지  
- 부유층과 기업체의 소득세 삭감 
: 개인 소득세 25% 삭감 
   
-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 
: 보전보다는 개발 중시  
: 석유, 가스, 석탄 개발붐  
 
- 경제 어느 정도 안정됨 
: 금리 21.5% (1981) → 10.5%(1983) 
: 인플레이션 12.4%(1980) → 7%(1982)  
: 석유생산량 증가 + OPEC의 유가 하락 → 유가 인하 
   
- 1981년 3월 암살모면 
: 무정부주의자 + 정신이상자인 존 힝클리(p)가 암살 기도  
: 총 맞고도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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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련과의 군비 경쟁 
1) 레이건과 냉전의 부할 
-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위신과 자존심 회복 주장 
   
①“세계 혼란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라고 주장 
: 공산주의 반대하는 국가는 무조건 지원(레이건 독트린) 

: 소련군 아프가니스탄 공격→ 아프가니스탄 반군 지원  
   
②군사력 증강만이 소련의 위협 제거 가능 
: 군비 대폭 증가, B-1폭격기, 해군 확장, 독가스 생산, 
  MX미사일 
: 전략방위계획(SDI) (일명 “Star Wars”) 
   
③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비판,  민간자본주의 전파 노력 
   
④제3세계에 미국식 모델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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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무기 경쟁과 대한항공 격추 
- 영의 선택(zero option) 

: 서유럽에서 소련이 SS-20미사일 제거하고  
  미국이 크루즈미사일 + 퍼싱II 등 중거리탄도미사일 제거하면  
  핵이 “없게 됨”으로 “영의 선택”이라고 불림 
: 소련 거부하자 미국은 유럽에 다시 핵무기 + 미사일 배치 
: 전 세계적 반핵 운동 
: 1982년 6월 뉴욕에는 100만 명 시위  
   
 
- KAL 격추사건(p; 1983년 9월 1일) 
: 대한항공기 소련 영내 잘못 들어감 
: 소련군 폭격으로 269명 전원 사망  
: 실수인가, 고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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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건 2차 임기 (1984년 대선 승리) 
① 경제 회복 중 
-1984년 GNP 8.8% 증가 + 실업률 7.1%로 하락 +  
  인플레이션  4% 
- 강력한 지도자  
- 정치적 + 문화적 + 종교적 보수주의자 
   
② 민주당 분열 
-노조, 흑인, 여성, 유태인, 동성애주의자, 히스패닉 등 
   자기이익 난무 
- 심슨-마졸리법안 
   (이것은 이민을 보다 어렵게 하는 내용인데 노조는 찬성하나 
    히스패닉(멕시코 계통)주민들은 반대  
  → 민주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노조와 히스패닉계통이  
     분열됨으로써 민주당 지지세력이 분열됨 
   
- 당시 민주당 후보들은 워터 먼데일 , 게리 하트, 제시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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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통령 후보 
: 뉴욕 하원의원인 젤럴딘 페라로 
: 낙태합법 + 동성애 권리 인정 주장 
(당시로서는 너무나 진보적인 공약)  

 
4. 제3세계와의 충돌 
① 1980년 초 세계 경제 침체 
- 1973년 1979년 석유 파동 
   
② 기아와 기근  
    (특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600만 명)  
   
③ 지구 환경 악화 시작 
   
④ 마약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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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테러리즘 (중동) 
- 중동 국가들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 극렬 반대 
- 주요 타깃은 미국인(1983년 271명 살해됨) 
   
⑥ 종교갈등  
- 인도의 시크교도와 힌두교도 
→ 인디라 간디수상 암살 
- 이슬람교 갈등 
: 시아파와 수니파 
: 시아파의 이란과 수니파의 이라크(사담 후세인) 전쟁 
 
⑦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Apartheid) 

- 소수백인(영국과 네덜란드 후손)이  다수 흑인(85%)을 지배 
- 미국은 “투자회수법”제정하여 남아공에 투자한 자금 회수하도록 
 
⑧ 국제해약조약법 거부 
- UN의 해양조약법(Se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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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공해상의 해양 석유와 광물은 인류 공동의 재산이므로  
 국제적 감시 하에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 미국 등 산업선진국 
(해양자원이 민간기업의 의해 개발되어야) 
 
: 레이건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속 무효화되다가  
  클린턴 대통령(1994) 당시 선진국에 다소 유리하게 통과 
 
 
 

 
 
 
   
    
 
 

 
⑨ 니카라과 내전 
- 1980년대 초 악질적인 소모사정권을 물리친 내전이 끝나고 
   산디니스타 좌파 정부는 쿠바 군사고문 초청 + 소련 무기 수입  
-미국은 니카라과인으로 구성된 반군(Contra)을 조직하여 대항 
: 자금은 적대국인 이란에 몰래 수출한 무기대금으로  
  반군 지원 
:이란에 잡힌 미국인 인질 7명을 석방하기 위해 무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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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거래는 테러리스트 국가인 이란과 무역 금지법 위반 
- 니카라과 반군 다 이상 지원을 불허하는 법 위반  
- 이 두가지를 암암리에 처리하였으나 언론에 노출 
: 이러한 무기밀매와 자금지원 스캔들을 “(이란)콘트라게이트” 
 
-레이건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 
: 레이건이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대통령 
: 레이건 알았다면, 테러리스트 지원국가는 지원불가라는  
  자신의 약속 어김셈 
 
: 퇴임후  의회 조사과정에  레이건 거의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 
 
: 이미 알츠하이머(치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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