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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摩 쏠 

本 論文은 지 난해 질시 되 었던 第40代 美國大統領選學릅 통해 浮刻환 選靈와 外交敏策과 

의 관계， 특히 與論과 外交政策의 관계를 規明하고 선거의 중요 잇슈를 분석함으로써 선거 

의 성격을 밝히려는데 그 主된 目的이 있다. 

지난 해 2月에 공식 개막되어 11月의 授票 B까지 g개월에 결친 오랜 選靈戰을 통해 外

交문제는 중요한 爭點으로 등장하였으며 民主黨의 카터候補와 共和黨의 레이건健補 사야의 

外交政策이 크게 다르다는 사설이 분명히 노출되었다. 두 후보사이의 政策論爭은 그동안 

셔서히 진행되어온 國際政治의 構造的 變化를 어떻게 많觸지우느냐는 점과 새로운 國際政

治款序의 形成過程에 서 美國。1 수행 해 야할 投훔U에 관한 認識 差가 그 根低를 야 루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80年代의 美國의 外交政策이 어 떠 한 方向으로 展開되 느냐는 문제 는 이 번 選學에 

서 나타난 大統領候補들의 外交政策에 관한 立場들을 分析함으로써 그 윤꽉을 짚어볼 수 

있다 하겠다。 

2) 뿔뿔웰 짧뿔政驚 

美國에 있어 團論과 外交政策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핍究짧文들아 쏟아져 나온 바 

있다， 與論과 外交政策에 관한 初期의 古典이 라고도 할 수 있는 가브리 엘 。 알몬드의 『美國

國民과 外交政策~ (1960년)은 대체로 美國國民들이 外交敏策에 대해 無關心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몬드에 의하면 美國國民들은 주로 경제문제에 관섭을 가지고 있으며 外交문제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극히 피상적이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국제정치에 관해 거 

의 관심이 없다고 한다 1) 

이 와같은 美國國民들의 外交문제 에 관한 無關心때 푼에 外交政策에 대 한 -般의 E용持용종늄 

1) Gabriel A. Almond, The American People and Foreign 함olicy CPraeger, 1960) , 序文 및 4, 
5, 6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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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不定型의 振福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政府의 外交政策에 대한 美國國民들의 支持

度는 戰爭이나 그 밖의 國家非常時에는 크게 증가하지만 일단 非常事態가 끝나면 다시 下

降하여 無關心의 상태로 돌아간다. 알몬드는 이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35년부터 

1949년까지 美國國民들의 外交政策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表 1, 2참조)2) 

表 l에서 外交政策에 대한 관심도는 『外交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탑변한 사람들의 

비윷을 의미한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렴 美國國民들의 外交政策에 대한 관섬도 

는 平時에는 기껏해야 20퍼센트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2차대전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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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美國國民들의 對外문제 關心度

關 心 度 (%) 日 ~ι→i 關 心 度 (%) 

11 1946. 6 11 
26 1946. 9 23 
23 1946. 12 22 
14 1947. 3 54 
35 1947. 7 47 
47 1947. 9 28 
48 1947. 12 30 
81 1948. 2 33 

1948. 4 73 
7 1948. 6 50 

23 1948. 10 34 

表 2. 美與論의 對外關心度 추세 

(191 1. 1l) (1945.10) (1947.3) (1948.2) (1949.10) 

〈時 間〉

2) 上獨휠， p. 73. 表 2는 表 1에서 筆者가 作成한 것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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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0퍼센트 내외로 증가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임박했던 1941년 11월에는 81퍼센트로 

급격한 증가을 보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10월에는 7퍼센트로 내려가 外交문제에 관해 無關

心을 나다냈고 다시 冷戰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73퍼센트까지 치솟는 매우 기형 

적인 추세를 보였다. 

알몬드는 이와같이 美國國民들의 對外政策支持度가 非常時에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愛國心의 발로"(rally-around-the-flag effect) 라고 규정 지 었으며 振福심 한 與論과 外交政策

과의 관계 를 “무드" (mood)理論으로 一般化했 다. 

美國의 外交政策이 “무드”에 따라 심한 振福을 그리는 이유블 알몬드는 美國國民들이 目

前의 경제적 利益만을 추구하는 小市民的 경향에서 주로 찾고 있다. 

그러 나 外交政策文化 (foreign-policy culture) 와 같은 보다 근본적 인 훨因들도 빼 놓을 수 

없다. 美國의 外交政策이 對外指向性과 對內指向性의 두 極 사이에서 바교적 週期的인 往

復運動을 거듭해왔음은 이마 홉%存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3) 美國的、政治制度와 哲學이 

도덕적으로 다른 어떠한 그것에 비해 우윌하다는 理想과 信念은 그것을 對外的으로 傳播시 

키려는 강렬한 의지와 결합됨으로써 美國의 外交政策은 적극적인 應眼主義的 경향을 띄게 

된다。 그러나 廳眼政策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벽에 부딛히게 되거나 또는 국내정치적 문제 

가 심각해지게 되면 廳眼主義를 가능하게 했던 도덕적 우윌감이나 理想追求에의 정열이 사 

라지고 그 대신 소극적이며 內部志向的인 孤立主義에 가까운 國益優先의 여론이 고개블 들 

게 되며 이를 反映하여 外交政策도 소극적인 경향을 띄운다. 역사적으로 볼 때 美國外交政

策은 이와같은 적극적 鍵張의 시기와 소극적 孤立의 시기가 交代로 反復되어 왔으며 그것 

은 政策수립자의 個A的 所信이나 政策選好를 反映한다기 보다는 그 사회 밑바닥을 慣流하 

는 政治文化的 특성에 起因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 週期論者들의 주장이다. 

“무드”說이나 週期論에 대한 反論 역시 적지 않다。 윌리염 。 카스파리 같은 學者는 與論

調훌資料를 이용， 外交政策에 관한 美國民들의 關心度블 分析한 결과， 對外政策에 대한 -

般의 支持가 알몬드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한 持續性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4) 

表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카스파리는 『미국아 국제정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장차의 國益에 最善이라고 생각하십니까?Jl라는 질뭄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 

람들의 비율이 1942년부터 1954년까지 거의 일정하게 70퍼센트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카스파리가 對象으로 참고 있는 1942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간은 알몬ξ의 그것과 

3) R. Osgood, Ideals aηd Self- Interest in Americaη’ s Foreign Relations (Chicago, 1953); 훤. 

Klingberg, “ The Historical Alternation Mood in American Foreign Policy," 때orld Politics, 
4(October 1951). 

4) William R. Caspary, “The ‘Mood Theory': A Study of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The Americaη P olitical Scieηce ReνieαJ， Vol. 64, No. 2 (June 1970): pp. 5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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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적극적 對外政策을 지지하는 與論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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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슷한 것으로 이 기 간동안 美國의 對外政策은 2차대 전의 終戰과 冷戰의 深化등 상당한 福

넓은 變化를 경험했다. 

불돈 알몬드와 카스파리는 外交政策애 대한 支持度블 측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指標를 

사용했다. 알몬드가 사용한 질문이 『外交政策이 美國이 당면한 가장 重몇한 문제인가?~라 

는 일종의 外交政策의 重몇度를 測定한 것인데 111 해 카스파리는 『국제정치에 있어 적극적 

設害U을 수행하는 것이 美國의 國家利益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美國의 對外政策의 方向

을 묻는 질문을 사용댔다. 알몬드는 카스파리의 질문이 응답자의 감정적 反應을 유발하는 

동시에 극헤 主觀的 價f直判斷을 前題하고 있어 一般的 쭉當性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스파리는 알몬드의 질문이 外交政策에 관한 美國民의 關心度블 측정하 

는 指標로서 반드시 정확한 것이 못되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關心度와 3z持度는 서로 

-致하지 않는 相異한 개 념 이 라는 反論을 제 기 한다. 

알몬드가 제시한 “무드”理論의 중요한 一面은 미국국만의 對外政策에 대한 태도가 “受動

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국민들의 對外政策에 대한 支持度는 “外部로부터의 威

홉”과 크게 비례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外部의 威램이 강한 때에는 적극적인 對外政策을 지 

지하지만 일단 威휩이 사라지면 국제정치에서의 적극적 양춤~U보다 소극적인 沒렘을 지지하 

게 펀다고 알몬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카스파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反證을 제시하고 있다 1916년부터 1954년의 8년동안 與論

調養賢料블 이 용， 威폈에 대 한 認쩌]度와 적극적 對外政策에 대 한 3z持度 사이 의 相關關係

을 分析한 그는 두 變數사이에 특별히 중요한 關係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威협에 대한 

認知度는 向後 10년동안 戰爭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밥한 사람들의 111 율로 測定했으며 적극 

적 對外政策에의 支持度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美國이 국제정치에서 적극적인 投劃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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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한다고 믿는 응답자의 비율을 그 指標로 삼았다. 그 결과 表 4에서 나타난 것처럼 

10年이내에 전쟁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時機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 비해 

적극적 外交政策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5) 

表 4. 威협認知度의 적 극적 外交政策 )t참度 

80 
70 
60 
50 
40 
30 
20 
10 

LL. 
1946 47 48 49 50 51 52 53 54(년) 

그러 나 알몬드와 카스파리의 船究는 모두 50年代 初半까지 를 對象으로 삼아 시 기 적 으로 

극히 제한된 성격을 띄고 있으며 또한 질문이 극히 일반적 내용을 닫고 있다. 外交政策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반드시 外交政策을 支持한다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않劃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척 外交쭉勢의 문제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적 

政策을 지 지 한다는 뜻은 아니 다. 外交政策에 대 한 支持度는 구체 적 인 政策내 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外交政策에 대한 支持度는 政策의 重要度 Csalience) 와 관 

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政策에 대한 支持度가 얼마나 持續的이냐 하는 

것도 政策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즉 다 같이 重몇한 政策이라고 할지라도 

그 政策으로 인한 政府에 대한 支持度는 政策의 내용에 따라 그 支持度의 持續性이 탈라지 

게 마련이다。 

表 5는 政策의 重휠度(내용)과 支持度 및 持續性의 관계룹 說明해 주고 있다 6)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국제적 위기라 할지라도 푸에블로號사건이나 U-2機사건， 캄보디어함락， 中共

의 韓國戰參戰 등 政府의 失策에 의 한 위 기 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은 一般의 ~持度를 오히 

려 약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위기가 강경한 外交政策에 대한 支持블 높여줍 

다는 알몬드의 주장은 적어도 部分修正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 &劃을 바라는 美國國民들의 

생각에 큰 變化가 없다는 카스파리의 주장도 반드시 쫓當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 라 바 슷한 支持를 받은 外交的 事態發展(事件) 일지 라도 그 支해:度의 持續뾰에 

5) 上獨뿔， p. 539. 
6) Jong Y. Lee, “Rallying Around the Flag? Foreign Policy Event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Presidential Studies Quaterly Vo l. 2, No. 4 (Fal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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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外交政策의 重훨度， 支持度 및 持續性

1. 戰爭 및 軍事危機

1941. 12 진주만 공격 

1962. 10 쿠바미사일 위기 

1975. 5 마야궤즈사건 

1950. 6 한국전쟁 

1961. 7 백럼위기 

1966. 6 하노이폭격 

1967. 6 中東전쟁 

1958. 7 려1 바논派兵 

1965. 4 도마니카派兵 

1939. 8 제 2 차대전말말(유럽) 
1970. 4 땅보다아설I文 

1948. 4 백럼봉쇄 

1965. 2 월맹北爆 

1971. l 라오스戰爭 

2. 紹爭終T 및 協商

日 字

1973. 2 
1954. 7 
1951. 6 
1968. 4 
1953. 7 
1974. 5 
1963. 10 
1968. 10 

3. 頂上會談

日 字

1959. 12 
1972. 5 
1970. 10 
1959. 9 
1975. 11 
1973. 6 
1972. 2 
1974. 7 
1961. 6 

事

월남협상 

印支戰협상 

한국휴천협상개시 

北爆部分中止

한국전휴전 

中東戰休戰

部分核寶驗금지조약 

北爆全面中止

事

아이 

닉슨 
니즈二 , '-
美·蘇

포드， 

넉슨， 
니즈= ., '-' 
닉슨， 

케네디 

:%) 

前 後

72 84 +12 
61 73 +12 
40 51 +11 
37 46 + 9 
71 79 + 8 
48 56 + 8 
44 52 + 8 
52 58 + 6 
64 70 + 6 
57 61 + 4 
56 59 + 3 
36 39 + 3 
68 69 + 1 
56 49 - 7 

件
前 後

67 +16 
64 75 +11 
25 29 + 4 
42 46 十 4 

71 74 + 3 
25 28 + 3 
56 58 + 2 
42 43 + 1 

支 持 度 (%) 

前 後 |變化福
67 76 + 9 
53 62 + 9 
51 58 + 7 
61 66 + 5 
41 46 + 5 
44 43 - 1 
52 56 + 4 
26 24 - 2 
74 71 - 3 

持(續月性)

8 
8 
8 
5 

12 
2 
l 

3 
3 

2 
l 

l 

14 

持續性
月)

2 
2 
5 
5 
2 
1 
l 

l 

持(續月性)

l 

2 
2 
7 
1 
1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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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持續性
(月)

----------

日 字
支 持 度 (%) 

件
前 { 後 l 變化福

1973. 12 
1968. 1 

1975. 4 

1951. 4 
1960. 5 

1950. 11 
1960. 5 

월남협상결렬 

푸에블로號 납치 

깜보다아 함락 

맥아더장군 본국소환 

아이젠하워， 일본방문 취소 

中共， 한국戰參戰 

U-2機사건 

59 51 - 8 

48 41 - 7 

44 39 - 5 

28 24 - 4 

65 61 - 4 

39 36 - 3 

62 65 + 3 

1i 

ζ
u
 
n
ι
 
n
ι
 

l 

7 

1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벡렴위기 (1961. 7)블 계기로 外交政策에 대한 국 

만의 支持度는 9퍼센트가 증가되었고 中東戰爭 (1967.6)을 계기로 해서도 역시 같은 福의 

支持度 증가가 있었으나 백렴위기의 경우에는 상승된 支持度가 1년 가까이 계속된데 비해 

中東戰爭에서는 불과 1개월 동안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3) 영호鏡鎭選學와 용$훗敏策 

이와같이 外交政策에 관한 團論支持度의 관계가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大統領선거 

때가 되면 의려l 강경한 外交政策을 主P昌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常識￡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때에는 外交政策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般國民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 外交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 一般國民들은 국 

제정치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外交문제에 관한 이들의 價位나 判

斷기준 역시 지극히 감정적 次元에셔 。1 루어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선거때가 되면 이틀 -

般有權者들을 의식한 각종 선거전략이 나오게 마련이며 따라서 온건한 對外政策보다는 강 

경한 對外政策쪽을 후보자들은 택하게 된다。 

대동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有權者틀을 의식， 강력한 對外政策을 주장한 例는 얼마 

든지 있다. 1948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再選을 노리던 해리 。 트루먼은 民主黨 黨內에서 헨 

리 。 윌러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당시 트루먼의 外交政策자 

문역으로 있던 클라크 o 쿨리포드는 윌러스가 對蘇柔和政策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사질에 훌 

眼， 트루먼에게 對蘇彈硬論을 주장하라고 자문했고 그 컬과 트루먼은 윌러스의 對外政策이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공격， 民主黨의 指名戰에서 승리블 거두었다. 大統領選靈戰에서도 트 

루먼은 l'I1 슷한 戰略을 택하여 共和黨 候補인 듀。1 를 몰아쳤다. 폴란드와 中國이 공산주의 

자들의 수중에 넘어간 것이 民主黨執權下에서 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對蘇彈硬論을 오히 

려 共和黨쪽에셔 내세워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듀이는 승리를 樂顆， 組好의 기회를 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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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오히려 劇的인 遍戰敗플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1960년의 선거에서도 케네다는 共

和黨政府가 쿠바에 카스트로政權이 수립되도록 돼:容한 장본인이라고 몰아부쳤으며 이에 대 

해 共和黨후보였던 닉슨은 케네디가 매共의 馬租， 金f’7島古領기도를 容認하려 한다고 맞섰 

다. 共和黨이 民主黨을 對中共柔和論者라고 비난하고 나선데 대해 民主黨은 共和黨이 對蘇

柔和論者라고 몰이시]운 것이다. 

월남전의 戰雲이 E콰i댐되고 있만 1964년 선거가 主戰論보다 和平論이 우세했먼 선거라는 

견해도 있으니- 질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分析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월남이 共塵

化하는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겠다는 점에서는 民主黨후보였던 존슨대통령이나 

共和黨후보였던 골드워터上院議員의 입장이 같았으며 오히려 존슨은 國內政治的으로 자신 

의 Á氣가 띨어지고 있는 것을 강경한 對外政策을 취함으로써 回復하라고 했었다i 또한 존 

슨이 이른바 몽킹灣事件애샤 美함정 011 대한 迎盟의 꽁격을 단호하게 응칭한 것야 선거블 

의식한 조치였다는 사실은 事件後 존슨의 人氣가 58퍼센트에서 71퍼센트로 무려 13퍼센트 

나 껑충 뛰었다는 점에서도 나타니고 있다 하겠다. 

越南戰에 지칠대로 지처있었고 國內의 反戰與論이 組]頁에 이르렀던 1972년 선거도 例外

는 아니었다. 越南戰爭을 떼른 시일내에 終딛、시키고 美軍敵收가 하루빨리 寶現되기블 바라 

는 것이 압도적인 與論이었지만 그것은 그토록 오랜동안 막대한 物資와 A命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終戰』을 질현시키지 뭇하고 있었던 美國의 無氣力에 대한 反擺과 좌절 

감이 묘하게 混合된 것이었으며 결코 어떠한 펙생을 무릅쓰고라도 越南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無휠任한 표기는 아니였다. 팩가먼 民主黨候補의 和2jS論이 결국 多數의 

支持플 얻지뭇한 것도 。1 와같은 與論의 휠意블 파악하지 뭇한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록 닉 

슨의 광보디 아{강攻。1 나 越盟에 대 한 치 열한 ;따擊의 再開가 오히 려 닉슨의 當選에 有利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도 111 슷한 服路에서 해석할 수 있다. 

選學때문에 美國의 對外政策이 硬化되는 현상은 최근에 와서 더욱 두드려지고 있다. 39 

대 大統領選學가 있었던 1976년에는 페이건이 포드와 共자r黨 指名을 위해 角迷을 벌이고 

있었고 民王黨에서는 카터가 先짧走者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때에는 이미 越南戰에서 1l]릇 

된 소극적 外交깅§활}에 대 해 많은 사람들이 懷疑플 느끼 기 시 작댔으며 軍事: 。 外交面에 서 적 

극적 gt眼主義를 추구하는 蘇聯에 대 해 보다 깅 력 한 對應策을 요구하는 與論이 고개 를 들 

고 있을 때였다. 파나마 週河條約의 批파문제를 물러싸고 美國의 國際的 威信과 地位에 관 

한 論爭이 일었고 키신지의 對蘇政策이 지나지게 껏51'1]的이리고 생각하는 시럼들이 漸增하 

고 있는 질정이었다. 

레이건은 이러한 與論을 재빨리 참破하고 對蘇政策을 비롯한 外交문제플 共和黨指名戰의 

中心잇슈로 부각시키려는 戰略을 수립했다. 강경한 對外政策을 강조하는 레이건의 戰略은 

그가 초기의 몇몇 州據備選學에서 포드에게 敗北하띤서 더욱 그 彈度를 더해갔으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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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南戰j딛避者에 대한 微f효과 파나마 運河條約 및 헬싱키協定에 있어서의 폭드大統領의 決

定을 失策이라고 공격하고 나왔다. 특히 페이건은 소련이 탱크와 미사일發射臺의 保有量，

그리고 그밖의 軍事力部分에서 美國을 능가하고 있음을 痛歡하고 지-신이 만약 大統領에 당 

선되면 키신저國務長官을 피-먼시키겠다고 까지 約束댔다。 페이건의 이와같은 外交政策에서 

의 강경발언이 있은 후 그의 人氣는 上昇했다 7) 

포도는 레 이 건의 攻勢에 대 응하기 위 해 戰略武器制IT 協商 (SALT ]1)와 파나마運河條約 

의 外交交涉을 中止시켰으며 越盟의 유엔加入을 祖否權을 행사하여 펌止시컸고 이탈리아共 

塵主義者들에게 美國l國효證짧給을 거부했고 동시에 더}당트에 관해 가능하면 言及하지 말 

라고 行政府‘官更들에게 지시했다。 뿐만 아니과 포도는 地下核實驗禁止條約의 뽑名을 미시 

건州據選이후로 연기댔고 B-l핑擊機의 실험비행을 텍시스州據選直前에 실시했다-。 

與論을 의 식 힌- 對外政策硬直化는 카터 陣營에 서도 마찬가지 었다. 카터 의 선거 참모장이 었 

던 해띨딘 。 좋단은 『포드大統領보다 外交政策에서 온건힌- 政策윷 내세워가지고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公言했으며 선거전 초기에 내세웠던 國防據算의 滅縮公約도 中盤期에 

접어들면서 흐지부지되어 벼렀다 8) 또한 蘇聯의 亡命作家 솔제니친의 白뿔짧招請을 거부한 

포드大統領의 결정을 비난했고 束歐의 現狀維持를 助張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손넨펠트主義 

(Sonnenfelt Doctrine) 을 배 격 했을 뿐 아니 라 파나마連河條約이 美國의 主權을 양도하는 것 

과 마찬가지 결과라고 포드大統領을 호되게 몰아쳤다. 바로 이렇게 카터가 포드를 對外政

策面에서 「비둘기」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카터 자신도 4년 뒤에는 레이건으로 부터 비슷한 

공격을 받아야 했다。}뿔學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현상이 빚어내는 外쪼政策의 아이러나라 

아니 할 수 없다， 

4) 학E~-레이검 選靈戰

선거전을 통해 표드의 對蘇柔和政策을 !l]난했던 카터도 일단 大統領에 당선된 다음에는 

選學戰을 동해 보여준 자신의 外交政策方向과는 相異한 政策들을 하나썩 둘씩 執行하기 시 

작했다. 共塵國家 및 第三世界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모색했으며 軍縮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앤드듀 o 영를 유엔大使로 任命랬고 戰略武器制限協商에 관한 積極論者인 

폴 。 완케률 軍備統制 및 軍縮의 局長으로 任命하는 동시에 睡韓美軍의 澈收計劃을 발표했 

다。 심지어 『공산주의에 대해 지나친 공폭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公言하며 쿠바와의 關

係改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카터가 在任期間동안 추구한 外交政策은 한마디로 말해 새로운 세계질서에의 모색이라고 

7) Laurençe Radway, “ The Curse of Free Elections," in Foreigη Policy, Noo 40, Fall 1980. 
8) 上觸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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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는 험에 입각한 勢力均衛論을 지양하고 미국의 뿐리갚은 道德、親과 倫理觀이 

實利追求와 조화되 어 야 한다는 理論을 폈다. 2次大戰後의 冷戰秋]훤는 이 미 그 형 체를 구멸 

하기 힘들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강대국이 武力에 依存하려할 때 그 代價가 더욱 높아지는 

대신 그 效果는 감소했다는 시질을 카터는 강조했다. 東西對立과 힘에 바탕을 둔 實利追求

를 行動律의 기본으로 하는 과거의 국제정치가 그 呼訴力을 차츰 상질하고 開發， 福社， 賢

易， 環境， 世界的 쓸富의 隔差 등이 共同關心의 根幹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에 미국이 對處

해야 한다는 것야었다. 

東西문제보다 南北문제 에 對外政策의 力點을 두려 는 카터의 R앞평力均衝理論을 어 떤 의 미 

에서 70年代의 國際政治現實융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1973年의 石油事態블 계기로 第三

世界짧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南의 『쓸國』고} 北의 『富國』간의 쓸富隔差가 국제정 

치의 核心問題로 등장했다. 

南北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60年代의 일이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60年 9月에 石油輸出國機構(OPEC)가 結成되었고 61年 9月에는 베오그라드에서 

第 1 次 非同盟會議가， 그리 고 3個月후인 12月 에 는 UN聞發 10年 決議가 각각 結贊을 보게 

되었다。 또 한 64年 3月에 제네바에서 第 l 回유엔賢易開發會議(UNCTAD) 가 개최되어 南

北간의 經濟隔差의 심각성을 지적한 프레비쉬報告가 제출되었다. 南北문제에의 關心은 70 

年代에 들어와 더욱 高淑되었다- 非同盟會議는 73年 9月 第 4 次 頂上會談(알지에)을 개최 

했고 여기에서 天然資源의 桓久主權과 寶源民族主義를 골자로 하는 經濟宣言이 딸표되었 

다. 또한 유엔에서는 74年 4月에 資源特別總會블 거처 新國I際經浩秋J5F樹立에 관한 宣言이 

採擇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南北간의 經濟發展의 隔差가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 

다는 사실을 바닥에 깔고 있었다. 1Á當 國民總生塵 (GNP)의 成長率을 보더라도 60年代에 

는 先進國이 3.9% , 後進國이 3.2%이 었음에 ul 해 70年代 젠盤에 는 先進國이 4.3% , 後進

國이 3.8%로 先進國의 經濟짧展述度가 後進國의 그것을 휠씬 앞지르고 있었다. 輸出뼈張 

率에 있어서도 先進國이 60年代의 10. 1%에서 70年"-'73年까지는 7. 7% , 그리고 74年'""77

年까지 는 4.6%인데 비 해 後進國은 60年代에 7.1% , 70年'""73年이 7. 7% , 그리 고 74年'""77

年까지는 2.1%에 지나지 않았다. 70年'""73年에 先進國의 輸出뼈張率이 後進國의 그것과 

같은 7. 7%이었먼 것은 石油波動과 先進國의 景氣後退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表 5와 6 參照)

또한 表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南北간의 經常收支의 推移面에서도 石油彼動의 영향이 

나타난 1977年을 제외하면 後進國의 經常收支는 每年 惡化-路를 결어왔다. 

이렇게 先進國과 後進國 간의 富의 、隔差가 深化됨에 따라 南北문제는 美外交政策에 있어 

사도 첨차 그 중요성이 강게 認識되기 시작했다. 美 P 蘇간의 폈西對立이 蘇聯의 第三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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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1A.當 GNP 成長率〉 單位:%

先

後
進

進

國

國

1974~76 

0.6 
3.4 

表 6. <輸出뼈張率〉 單位:%

世

先

後
進

進

界

國

國

1960"'69 

9.4 

1970"'73 

7.7 
7.7 
7.7 

7 

-na 

(b 

1 

ι
 

-
。
J

AaI 

9
ι
 

ja--wm 

-

10.1 
7.1 

先 進 國

後 進 國

(非훌油國) 

1960年

+6.1 
-4.5 
-4.8 

表 7. <經常收支 推移〉 單位 : 10t릎했 

15굶- →T一월묻← 1977年 1965年

+9.5 
-5.2 

-5.0 

f훌透로인해 南北문제와 複合的으로 混合되었으며 南北문제의 主몇原因이 美國에 있다는 一

部 第三世界國家들의 非難과 함께 美國의 對外政策與件도 점 차 어 려 워 졌던 것이 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변화에 만감한 반응을 보인 카터行政府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外交原則의 確立이 必훨하다고 느꼈으며 그 결과 對蘇彈硬論과 

힘의 對決을 前題한 現實外交路線을 止揚하고 A權과 道德性， 그리고 第三世界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흉勢릎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外交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다。 

카터의 새로운 外交路線용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라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죠지아州의 조그만 마을(플레인스)에서 태어나 아나폴리스의 海軍士官學校를 졸업했으 

뎌 2次大戰參戰後 除隊한 다음에는 고향에서 땅콩農場을 경영한 적이 있었다. 그는 홉禮敎 

信者로서 철저 히 宗敎的이 며 죠지 아1'H의 f、I'!議會議員과 동口事를 지 낸 것 이 사실 상 唯一한 政

治經歷일 뿐， 大統領에 當選되기 전까지 聯됐政府의 行政府나 議會에서 일한 경험이 없으 

며 外交문제 에 는 더욱 더 白紙에 가까운 상태 었다。 따라서 그의 政治觀은 南部의 小都市에 

서 성 장한 그의 地域的 배 경 , 1룻禮敎的 信{.rp， 海軍土官學校 시 절과 2次大戰때의 軍人精神，

그리고 4년간의 죠지아州知事시절을 통해 얻은 政治經驗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카터가 第39代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外交政策이 國民의 支持를 얻었 

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워터게이트와 越南戰 이후 美國國民들이 希求하고 있던 人間的

誠實性과 正直， 그리고 國內문제 優先을 바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째문이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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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는 극히 現寶的얀 政治A인 동시 에 再選을 꿈구는 입 장이 어 서 與論에 만 강한 반응을 

보이 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런 의 미 에 서 40代 大結領選學戰이 다가옴에 따라 그의 外交政策

이 차츰 彈硬論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첨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40代 大統領選學戰은 다른 때 보다 일찍 익 을 열 었다， 公式的으로는 80年 2月 뉴 @ 햄 프셔 

”、I의 據備選學가 40代大統領選學戰의 땀을 올리는 {듬號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미 78년 

봄부터 自합他薦의 候補들이 조직을 다지고 있었다。 民主黨에서는 케네디上院議員을 비롯 

해서 와이커 上院議員， 몬데일副統領， 브라운 캘리포니어州知事등이 꾸준한下馬評과 함께 

出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있고 共和黨에서도 페이건을 위시해서 베이커 上院議員，

코넬리 前財務長템’， 죠지 。 부시 前r:þ央情報部長，~도前大統領 등- 쟁 쟁 한 人士들이 指名戰에 

나설 채 Bl 를 갖추고 있었다 9) 

이렇게 指名戰에 나설 候補志졸者가 많았던 것은 그만듬 彈力한 先頭走者가 없었다는 사 

실을 의미했으따 무엇보다 카터의 A氣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의 再選可能뾰에 대해 懷

疑블 가진 사란둡이 그만듭 많다는 것을 뜻댔다. 특혀 美國의 對外政策에 대해 그것이 너 

무 無氣力하다는 與論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하게 대두되 었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石油波

動등으로 인해 經濟문제가 심각해져서 차터의 λ、氣가 回復될 전망은 좀체 보이지 않았다。 

就任 初인 1977年 1月에 66%에 달했던 그에 대한 支持度는 1978年 1月에는 50%를 밑돌았 

고 같은 해 7月에는 36%에 지니지 않았다. 78年 10月 캠표 o 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과 이 

칩트간에 zp:和協定이 체결되자 그의 支持率은 45%블 기록， 上昇勢블 보였으나 79年 1月에 

다시 30%로 떨어졌고 이란이 美國大使*합직원들을 A質로 잡았던 79年 11月에는 27%로 거 

의 바닥을 기고 있었다 10) 

이와함께 彈力한 對外政策을 요구하는 與論의 소리도- 점차 크게 증가했다. 對蘇彈硬策과 

軍事費增爾을 지지하는 사람듭의 비율은 1974년에 비해 무려 다젓배가 증가했으며 有權者

의 70% 이상이 카터行政府의 業積이 普通以下라고 評價했다 11) 

특히 놀라운 사살은 카터行政府가 蘇聯으로부터 염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더 많다고 생 

각한 美國A들의 숫자가 압도적이었으며 共쭈口黨보다 民主黨쪽에 더 많았다는 것이다. 갤럽 

與論調좁에 의하면 카터行政府下에서 美國이 蘇聯에게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양보했다 

고 대담한 사람이 共和和員의 경우 79%이었는데 바해 民主黨員의 85%가 그렇게 대탑했 

9) 民主， 共和 兩黨의 指名戰에 관한 자시] 한 內容은 David Broder, Lou Cannon, Haynes Johnson, 
Martin Schram, Richard Harwood등이 共著한 The Pursuit of The Presidency, 1.980 (New 
York, 1980) 參照.

10) US News & World Report, August 18, 1980, pp. 30-31. 

11) Byliner, “The Demographics of America’s 1980 Election," by Me!vin G. Holsti and Peter 
d’A Jone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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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 

이란사태 (1979年 11月 4 日)와 이-표가니스단에 대한 蘇聯軍隊의 홉攻(1979年 12月 29 日)

은 有權者의 外交政策에 대한 태도를 急變시켰다. 1979년 4월에만 해도 불과 3퍼센드의 美

國A들이 外交문제가 美國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19801건 1월에는 그 

Bl 율이 42퍼센트로 치솟았다 13) 

또한 美國이 軍事力에 있어 蘇聯에 둬지고 있다고 대탑한 사람의 비율도 1979년 7윌에는 

38퍼센트이었으나 19801건 6월에는 53퍼센트로 증가했으며 동시에 91퍼센트 이상의 美國入

들이 美國의 軍事力이 적어도 蘇聯의 그것과 對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4) 이와함께 徵兵

制度의 實施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Bl 율도 78년 초에 45퍼센트였던 것이 801건 8월에는 78퍼 

센트로 놀라운 증가추세를 보였다 15) 또한 西歐나 日本을 방위하기 위해 美國야 직접 軍事

介入을 단행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78년의 50퍼센트에서 80년 2월에는 67퍼센트로 늘아났 

다。에 

表 8. 카터 의 人氣變動짧웰 

60γ\..-、\

20 

10 

J fJ GJJ 1MJ 1I J 디 101l 1FJ 6fJ 10FJ 1fj 6H 
lD77니 1978깐 J979tr 1980年

차터大統領과 그밖의 大統領候補들이 이라한 與論變化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나타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자신의 人氣가 下落 -路의 추세에 있던 차터大統領은 패트 

럭 。 캐델을 團論調좁擔當責任者로 임명， 거의 매일 같이 與論의 動向을 分析하기 시작했다. 

4:格的인 選驚戰이 가까와지자 카터行政府는 外交國었政策의 樹立執行을 選學戰略과 關

12) Byliner, “ Democrat or Republican -What’ s the Difference?" by Patrick R.Cotter, 1981. 
13) Foreign Affairs, America and the World: 1980, “ Assertive America," by D. Yankelovich &L. 

Kaagan, pp. 696-713. 
14) Foreigη Affairs, America & the World: 1980, p.701과 Byliner, “ The Demographics of 

America’s 1980 Election." 
15) Foreigη Affairs, America the & World: 1980, p.701. 

16) 上握궐3-
" US News & World Report , August 18, 1980, pp_ 3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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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지 우기 시 작했다. 파나마運河條約이 上院에 서 討議， 批準되 는 과정 에 서 카터 大統領의 선 

거참모장이며 白뿔館의 秘書室長格인 해밀턴 ·졸단은 거의 매일같이 國務， 國防 두 長官과 

브레진스키安保擔當 大統領補住합을 만났다. 쿠바에 蘇聯軍旅團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을 처 음으로 공개 하면서 카터 行政府가 취 한 對蘇彈硬꽃勢나 蘇聯軍의 아표가니 스탄홉攻。1 

있은 직후의 對蘇超彈정책， 그리고 이란 λ‘質事態와 팔레비 前 이란國王의 送還문제를 둘 

러싼 카터의 쭉協租否짧勢 등이 모두 與論을 의식한 選學戰略과 無關할 수는 없었음이 分

明하다. 

選靈戰이 本格化함에 따라 카터의 對外政策， 특히 對蘇政策은 더욱 강경해졌다. 아이오 

하州의 民主黨大會가 개최되던 날 카터大統領은 직정 모스크바올럼픽을 미국이 보이코트한 

다고 발표했으며 뉴 • 햄프셔州의 據備選靈가 있기 하루전에 미국의 아이스 • 하키팀을 백아 

관에 초청， 전국에 텔리비전으로 放映되는 가운데 성대한 환영리셈센을 베풀었다. 이 아이 

스 • 하키팀이 얼마전에 열린 多季올렴픽에서 예상을 둬칩고 소련텀을 꺾어 온 미국국민들 

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 바 있었으며 카터는 이들을 초청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미국국민 

들의 反蘇감정을 자신의 選靈戰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터는 켄야， 오만， 소말리아에 軍事基地를 설치하기 위해 交涉을 벌렸고 

파키스탄， 시-우디 @ 아라비 아， 이 칩 트， 中共 등에 軍援提供을 제 의 했다。 또한 經濟사정 이 

어 려 움에 도 불구하고 5個年 國防費增加計劃을 발표했다. 이 와같은 -聯의 조치 가 말표된 

후 카터行政府에 대한 支持度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表 8參照、)

그러 나 이 란으로부터 A質釋放이 지 연되 고 아프가니 스탄에 進뾰한 蘇聯軍이 좀체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카터에 대한 支持度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不發로 끌난 A質

救出í'F戰은 이 와같이 카터 에 대 한 支持度가 다시 下降勢를 보이 기 시 작할 무렵 에 감행 된 

것이었다. 人質救出作戰이 失敗하고 이 作戰에 관해 자신과 事前協議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이 러 스 • 반스國務長협이 사임 한 다음에 도 오히 려 團論이 차터 의 人質救出試圖블 支持했 

다는 사실은 選學블 앞둔 미국만들의 감정을 그대로 立證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外交軍事面에서 美國民들의 彈硬態度를 選學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노력은 共和黨候補

들쪽에서 오히려 더 접요했다. 원래 共和黨은 民主黨에 Bl 해 失業， 社會保障 등 국내문제에 

서 더 保守的 性向을 띄는게 常例이지만 外交·國防문제에 있어서는 반도시 그렇지도 않 

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치룬 두차례의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은 모두 民主黨行政

府下에서 시작되었고 冷戰이 시직되고 소련에 대한 封鎭政策이 구상된 것도 따지고 보면 

民主黨의 트루먼大統領執權時었다. 물론 그렇다고 民主黨에 비해 共和黨이 對外政策面에서 

柔和的이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그 반대로 共和黨의 外交 o 國防政策이 民主黨의 그것에 비 

해 힘의 優位를 追求하는 彈硬論에 가깡다는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外交政策이 進步와 保守， 應眼과 孤立， 積極과 消極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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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相衝되는 兩面을 나다내온 것이라면 그것은 民主， 共和 兩黨의 政策差異에 起因한다기 

보다 오히려 그러한 團論을 兩大政黨이 執權외 手段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表現일 것이다. 

共和黨候補들은 선거 전의 초기 부터 外交 • 國防政策에 있어 民主黨候補들보다 훨씬 彈硬

한 태 도로 나왔다. 79년 初 大統領指名戰이 서 서 히 本格化되 기 시 작할 무렵 부터 共和黨指

名戰의 候補들은 카터大統領보다 훨씬 彈硬한 外交， 國防政策을 政鋼으로 내걸었다. 共和

黨의 幕金集會에 보낸 서한에서 포드는 B-1 폭격기의 제작계획을 취소하고 트라아덴과 

MX미사일개발계획을 연기한 카터의 조치를 비난했다. 그는 또한 카터가 中性子彈의 配置

를 보류하고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한 것을 비난하고 로데지어에서도 『맑스주의자들에 

同調했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이때만 해도 共和黨大緣領指名을 꿈꾸고 있었다. 

레이건도 폭도 뭇지않은 신랄한 語調로 카터를 비난했다。 80년 3월 17일 시카코의 外交

協議會에서 행한 연설에서 레이건은 카터大統領이 쿠바와 아표가니스단에 蘇聯軍의 睡H:;을 

허용했‘으며 이란의 A質事件에 관한 카터의 政策도 지니-치게 微溫的이며 신속하지도 못했 

다고 주장했다。 카터外交政策은 한마디로 말해 『사과하고 타협하고 철수하고 그리고 후퇴 

하는 것이었다』고 레이건은 비난했다. 레이건은 특히 國防據算의 增願을 요구했으며 中央情

報部를 議會의 지나친 統制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戰略武器制限協商 제 2 단계 

(SALτ H)을 破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LT n 가 1985年까지 蘇聯이 計劃하고 있는 장 

거리 마사일과 폭격기의 숫자를 4분지 3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비밀우기』라는 카터大 

統領의 주장에 대해 레이건은 SALT H 가 미국에 不利한 協定이며 미국의 군사력을 戰略核

武器의 分野에서 소련에 대해 결정적으로 줬勢한 입장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터의 前任者이며 共和黨出身의 大統領이었던 포도行政府가 蘇聯과 오랜 협상 

끝에 美國에 有利한 協定을 거의 마무리짓는 단계에 있었으나 카터大統領이 취임하고 난 

후에 前보다 훨씬 不利한 協定을 맺었다는 것이다. SALT n 블 성공시킴으로써 外交政策上

의 業積을 기록하려는 카터의 弱點을 看破한 蘇聯은 시일을 끌었고 이에 대해 카터는 不利

한 條件들을 감수한 채 協定에 뿔名하고 말았다는 것이 레이건의 주장이었다。 

그려나 레이건이나 그밖의 다른 大統領候補者들은 選學遊說를 통해 外交政策의 具體的

方向이나 內容에 관해 자세히 言及하지 않았다. 外交政策에 관한 選學戰은 具體的 비전이 

나 내용이 결여된 채 彈硬路線을 주장하는 막연한 선에서 有權者의 支持를 呼訴하는데 그쳤 

다. 자신이 在任期間中 질시한 對外政策이 근본적으로 美國의 國家利益을 高揚하는데 기여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再選되띤 더 彈力한 對蘇政策과 美國의 軍事力彈化에 노력하겠 

다고 카터는 다소 캉居되는 주장을 했고 이에 맞서 카터의 훈任期間中 美國이 軍事力에 있 

어 2 等 國家로 轉落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國防費增加와 힘에 바탕을 둔 對蘇彈硬

論을 펴야한다고 레이건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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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 에 서 가터 와 레 이 건의 外交政策攻防戰은 80年代의 美國對外政策의 문제 점 을 浮刻

시키는데 보다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解決策은 제시하지 옷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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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려|마 겹 體勝~I 흉흉因 

第40代 大統領選學는 레이건의 壓勝으로 끝났다. 總有權者 1억 5천만명 중에서 53퍼센트 

레이건이 4천 3백 70만에 가까운 가 投票에 참가했고 꿇票者總數 8천 3백 82만여 평중에 서 

得票블， 카터가 3천 5백만에 가까운 票를 염었다， 두 후보가 얻은 得票率은 각각 51퍼센트 

選學/\團의 숫자에 있어서는 레이건이 489명으로 

伯件하리라던 當初의 據想을 

와 41퍼센트로서 10퍼센트의 차이었지만 

91퍼센트， 카터가 49명으로 9퍼센트에 불파했다. (表 9參照)

뒤집고 레이건이 壓隨했고 카터는 1932年 많主黨의 표랭크린 @ 루즈벨트가 現職 共和黨 大

統領이 먼 후벼 를 물리 친 이 래 48년만에 처 음으로 現職 大統領으로서 再選에 失敗한 不名響

趙
르E
 

리
뻐
 서
해
 

블 안았다. 

카터는 로드 • 아일랜드와 에릴랜드， 웨스트 。 벼지니어， 자신의 출신州인 죠지어， 

候補 먼데일의 출신州 미네소타， 그리고 하와이와 워싱턴市 등 겨우 7個 地域에서 

거두었을 뿐 나머지 44個 地域에서 레이건에게 敗北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表 10參照)

州知事와 上， 下院의 議會選學에서도 共和黨은 民主黨을 누르고 關利했다。 州知事選學에 

서 는 民主黨이 4席을 잃고 그대 신 共和黨이 4席을 얻어 全國 50名의 州知事 중에 서 共f!J黨

더 얻은 대신 民主黨이 

下院에 서 는 共和黨이 192席대 243 

그 대신 民主黨은 30席을 더 

이 27名， 民主黨이 23名으로 앞섰고 上院에서도 共和黨이 12席을 

그만큼 손해 를 봐서 53席대 46席으로 多數黨이 되 었다‘ 

席으로 아직 꼈勢이지만 이번 選學에서 33席을 더 追加했고 

잃 었 다. (表 13參照)

이번의 大統領選靈에서 카터는 傳統的으로 民主黨의 票밭이라고 할 수 있는 南部와 東北

部에서도 ↑參敗했고 勞動組合과 黑)、 및 유대인과 같은 루즈벨트大統領 이래로 줄곰 民主黨

支持勢力의 핵섬역활을 해온 이른바 루즈벨트 聯合총장力 (Roosevelt Coalition) 의 網對的 支

表 9. 實際 得票狀況

앤 더 슨 건 

團

數

44(86%) 

489(91%) 

43, 267, 489(51%) 

레 터 

7(1 4%) 

49(9%) 

34, 964, 583(41%) 

카 

州

용흩 A 
멸i 

選

得
-

5,588, 014(7%) 

약l억 5천 8백만병 

83 ， 820， 086명 

53 % 

數

數

率

權 者

票 者

票

·
有
投

投



113 

경동 Hl. 投票前夜의 州別投票據想 벚 賢際投票*

1'1‘l 名 | 據 想 | 寶 騎 11 ”‘| 名 | 鍵 想 | 實 際
에인 (4) 不 許 레이건 인다 아나 (13) 레이건 레이건 

뉴。햄프셔 (4) 레이건 " 얼리노이 (26) 不 許 I! 

벼몬트 (3) 不 許 11 미 시건 (21) 폐이건 fI 

마사츄세트 (14) 카 터 " 위스콘신 (ll) 레이건 If 

로드 e 아일랜드 (4) /! 카 터 마네소타 (10) 카 터 카 터 

코네터컷트 (8) 不 許 레이건 아이오하 (8) 레이건 레이건 

뉴요크 (41) 카 터 f! 노드 。 다코다 (3) !I !/ 

뉴저지 (17) ill] 이건 !/ 사우드 e 다코다 (4) fI !I 

펜실바니아 (27) 不 許 11 네브라스카 (5) fI 11 

델라웨어 (3) !I fI 캔사스 (7) I! !f 

메렬랜드 (10) 카 터 카 터 오클라호마 (8) If If 

워싱턴市 (3) I! 1/ 택사스 (26) 不 許 If 

버지니 어 (12) 레이건 레이건 뉴。맥시코 (4) 레이건 fI 

西버지니어 (6) 차 터 카 터 콜로라도 (7) ff I! 

노드 • 캘로나이너 (13) /1 레이건 와이오밍 (3) fI 11 

사우느 。 켈로나이너 (8) 不 許 fI 몬타나 (4) 11 !I 

죠지어 (12) 카 터 카 터 아이다호 (4) fI fI 

플로리다 (17) 레이건 러] 01 건 유 타 (4) fI fI 

알라바마 (9) 不 許 " 아리조나 (6) !f ff 

미시시피 (7) 레이건 " 네브라스카 (3) ff " 
테네시 (10) 카 터 fI 캘리포니어 (45) ff 11 

캔터키 (9) 不 許 !/ 워싱턴 (9) 不 許 fI 

요하이오 (25) I! f! 요펴l 곤 (6) I! fI 

루지아나 (10) I! fI 알라스카 (3) 레이건 ff 

아칸소 (6) 카 터 1 fI 하와이 (4) 카 터 카 터 

몬타나 (12) 不 許 f/ 

* 괄호안은 選學A團數

융호 12. 大統領選짧 投票率 變動趣勢

年 度 | 投 票 率(%) I 投 票 者 11 年 度 | 投 票 率 | 投 票 者
1948 
1952 
1956 
1960 
1964 

持를 엄는 데에도 失敗했다. (表 14 및 15參照)

73,212, 000 
77.719, 000 
81, 603. 000 
85, 000, 000 

또한 레 이 건의 流塵反對와 女權運動에 대 한 소극적 태 도 때 문에 女性團體들이 反리l 야 캘 

캠페인을 전개했음에도 不狗하고 레이건은 女性授票의 37펴센트를 얻었고 자신의 共和黨員

중에서는 84퍼센트의 압도적 支持를 획득하고 民主黨員 중에서도 14퍼센트나 得票했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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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 州知事 및 議會選짧 結果

j 州 知 事 (50) I 上 院 (50席) I 下 院 (435席)*

23 
27(+4) 

41 
53( + 12) 

159 
192( +33) 

共 헌] 

選

選

民 主

選

選

黨

瓚 폐j 

용용 後

黨

월용 前

휠홉 後

58 
46( -12) 

273 
243( -30) 

無 所 屬

選 學 前

選 짧 後

* 선거전에 3席은 空席

터가 民主黨員票의 69퍼센트를 얻고 共和黨員票를 7퍼센트 밖에 f훌웰하지 못한 것도 좋은 

대초를 이룬다. 뿐만 이니라 1976年의 共和黨候補 포드大統領이 노동자票(非勞組員包含)의 

41퍼센트를， 유태인票의 34퍼센트를 얻은데 비해 레이건은 46퍼센트와 39퍼센트릎 각각 획 

득한 것도 그의 壓勝에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高所得層 또는 中所得層， 高學歷者， 기독교와 천주교인 30歲 이상의 

#:1:, 老年層， 그리 고 機能職 또는 專門職業을 가진 有權者들이 레 이 건支持勢力의 中心을 이 

루고 있다. 이들은 주로 大都市의 했外에 살고 있는 白A들로 전형적인 美國의 中塵層 이 

상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76年 포드大統領이 카터에게 敗北했을 때와는 달리 레이건은 도 

시에 살고 있는 中下層 이하의 有權者들로부터도 상당한 支持를 받았으며 특히 東西部와 

中西部 치역에서 支持福을 크게 확대할 수 었었다는 데 그의 壓勝의 열죄가 있다고 볼 수 

表 14. 有權者의 據想投票測定*

터 J 레 이 건 | 앤 더 슨 | 기 

'à" 자 (47%) 39% 44% 10% 
여 자 (53%) 42 37 11 

만 주 당 원 (46%) 69 14 7 
공 화 당 원 (25%) 7 84 5 
무 소 속 (33%) 29 41 19 
勞 組 월 (25%) 52 27 11 

케 네 다 支持者(20%) 58 13 14 

有 色 Á (12%) 79 8 5 
大學쭈業者 (37%) 35 46 13 
高 후 (51%) 38 40 12 
國 후 (12%) 55 32 3 

* 갤럽여론조시에서 10月 17 日 "'20 日에 1, 048명의 有權者 對愛實施
** 기 다는 態度末決定 有權者

다
 • % 7 

m 
m 
4 

n 
m 
ru 

8 

6 

m 
m 



性 別

男

女

年 敵 別

18~21歲

22"'29歲

30"'44歲

45"'59歲

60歲이상 

宗 數 別

기 독 교 

천 주 교 

유 태 교 

所得(家計)別

高所得층 

中所得층 

低所得층 

戰 業 別

있다. 

表 15. 포르 。 레 이 건 得票I켜容 比較分析

j 포 드 (1976) I 레 이 건 (1980) )1 

專 門 職

48% 54% 화이드。칼라 

48% 46% 노 동 자 

기다(失業包含) 

50% 43% A 種

46% 43% ~Jl 인 

49% 54% 흑 인 

52% 55% 스폐인계 

52% 54% 住 居 別

大 都 市

55% 62% 小 都 市

44% 5196 갓I‘ 外

34% 39% 시 • 「급 

地 域 別

62% 52% 東 北 部

47% 49% 中 西 部

40% 38% 南 部

西 部

S~ 

| 포 드때6}J레이건(1980) 

57% 56% 

53% 43% 

41% 46% 

43% 49% 

52% 55% 

16% 14% 

24% 36% 

36% 

48% 

55% 

54% 

48% 53% 

51% 56% 

46% 54% 

53% 61% 

表 16. 投票前夜의 양멸論調흉(캘렵) : (數字는 選學A團)

카 터 레 。1 건 

不 動 g;]i:i; 93 135 

支 持 可 해g 40 85 

計 133 220 

f혔測不許票 185 

指名獲得에 必훨한 票 270 

레이건壓購의 원안은 앗슈別로 볼 때 더욱 分明해진마. 01 란의 λ、質샤래와 아프가니스단 

홉攻사태가 벌어지키 前에는 키-터의 A氣가 대체로 모든 잇슈분야에서 레이건을 앞지르고 

있 었 다. (表 18參照)

인플레문제의 解決과 決斷力에 있어서 레이건이 카터를 앞서고 있었지만 戰爭뼈止나 海

外에서의 美國의 5fIJ益을 保護할 수 있는 指導力에서도 카터는 레이건보다 높은 評價를 받 

았고 知的 能力어나 에너지문제解決 빛 議會와의 協調能力面에서도 카터는 레이건을 앞서 

고 있었다. 

그러 나 州據備選學가 本格的으로 막을 올라 고 뉴요크州鍵備選塵가 시 작될 무렵 인 80年 3 

月末을 고비로 레이건의 A氣는 카터를 앞지르기 시작했다。(表 19와 20參照)。 이란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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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7. 投票前夜의 與論調흉 빚 正確度

全

7Jl 
ι 

려
 

n 

ABC-해리스 

CBS-NYT 

實 際 得 票

地 域

캘리포니어州 

펼 느여 른조사 

實 際 得 票

아이요하州 

데 모 인 紙

寶 際 得 票

뉴 요 크 州

뉴스데이紙 

뉴요크데일리紙 

寶 l察 得 票

얼리노이州 

시카코。선 다엄즈紙 

實 I際 得 票

마 조 리 

州센트루이스紙 

實 際 得 票

미시건 j↑| 

디트로이트 뉴스紙 

寶 際 得 票

國 터 1 레 이 건 
47% 

45% 

44% 

51% 

49% 

51% 

49% 

5196 

39% 

36% 

47% 

45% 

50% 

46% 

51% 

37% 

49% 

앤 더 슨 

8% 

10% 

8% 

44% 

40% 

43% 

41% 

別 터 1 레 이 건 

7% 

더 슨 | 기 다 

32% 

36% 

44% 

39% 

41% 

39% 

44% 

44% 

42% 

42% 

44% 

30% 

43% 

14% 

896 

6% 

9% 

10% 
10% 

7% 

11% 
7% 

4% 

4% 

14% 

7% 

表 18. 카터， 레이건의 指導力 評價

1) 언플레 解決能力

2) 戰爭防止 能力

3) 海外의 美國益保護能力

4) 決斷力

5) 道德的 指導力

6) 에너지문제 解決能1J

7) 知的 能力

8) 議會와의 協調能力

9) 政策의 -慣性

1 카 터 
79年 10月 20 日 I 80年 6月 8 

25% 

52% 37% 

42% 30% 

24% 20% 

43% 43% 

37% 

3196 26% 

37% 30% 

34% 25% 

다
 -% 

% 
% 
% 

42% 

23% 

34% 

43% 

25% 

31% 

22% 

26% 

32% 

15% 

3% 

1% 

1% 

10% 

15% 

2% 

1% 70 

8% 

1% 

19% 

1% 

23% 

40% 

47% 

25% 

23% 

32% 

40% 

아포가니스단 사태가 터진 직후에는 오히려 카터의 j、氣가 일시적이나마 급격히 상승하는 

『愛國心發露』의 현상을 보였으나 人質석빙야 지연되고 아프가니스단에 f풋攻한 蘇聯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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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9. 카터， 레이건의 外交문제 解決能力 信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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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0- 카터， 레이건의 經濟문제 解決能力 f둡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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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말뿐이지 질질적으로는 別다른 效果的인 조치를 카터行政府가 취하지 못하게 되자 人

氣는 다시 下落趣勢‘블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득히 1'11]쫓備選學가 本格化되어 外交政策과 

경제문제에 대한 說戰이 高湖되자 카터는 人氣院回를 위해 g떠硬한 對外政策을 펴기 시작했 

다。 레이건이 共和黨의 先頭、走者로 나서기 시작하자 키-터는 레이건의 外交政策이 美國을 

戰爭의 썼映속으로 몰아넣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表 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카터의 이러한 비난은 國民의 呼應을 얻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79년 10월에 비해 

80年 6月에는 거의 모든 잇슈分野에서 카터의 指導力에 대한 人氣가 떨어졌다. 레이건。1 

美國을 戰爭介入의 위험으로 保護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었으나 그 81 율에 

는 변동이 없었던 반먼에 카터의 경우에는 52퍼센트로 부터 37퍼센트로 떨어졌고 美國의 

海外利益을 保護할 수 있는 能力面에서는 레이건야 34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높아진데 비 

해 카터는 42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12펴센트나 크게 빨어졌다. 政策의 一慣뾰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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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3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떨어진 반면 레이건은 32퍼센트로 40펴센트로 오히려 人

氣가 상승되는 좋은 對照를 보였다. 한마디로 말해 選學戰 初盤의 對決을 통해 카터가 美

國의 國際的 地位를 높혀 주거나 戰爭을 防止할 能力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有權者의 수가 

늘어났고 政策에 있어서도 -慣性이 缺￡되어 있다고 評價되었다. 有權者들의 彈硬外交政

策要求륜 의식하여 카터가 적극적 外交뚫勢를 취했지만 이것을 오히려 政策의 -慣性이 不

足하다는 否定的 評價를 받았던 것이다. 表 21'"'-'25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美國의 國防

據算은 그 증가율이 극히 微微한데 비 해 蘇聯은 매 년 4"'5퍼 센트의 國防費增加率을 기 록하 

여 몇몇 分野를 除外하고는 거의 모든 軍事力 部分에서 美國이 蘇聯에 대해 컸勢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레이건은 軍事力增彈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맞서 카터투 表 22에서 처럼 

1985年까지 國防據算을 大福 i혐隨할 것을 發表댔지만 政策의 一慣性이 없다는 評價를 받았 

을 뿐 오히려 國防費增顯을 力說한 레이건의 주장융 뒷받침해주는 결과만을 낳고 말았던 

表 21. 美國防費(總據算) 增減趙勢0960""85)

둠「 • 탤 |굶끓費i퍼뚫짧)11후 「←-흘 | 옳끓끓r교끓꿇--둠-----옳|顧끓E많꿇)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36.6 
147.8 
158.6 
159.4 
193.6 
149.1 
182.7 
194.0 
194. 1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 카터 大統領이 提案한 國防據算에 依觀

191. 7 
173.5 
156.6 
151. 9 
145.5 
138.7 
133.8 
139.5 
146.6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주 

1984* 
1985* 

147.0 
146.4 
150.7 
158.7 
166.4 
173.7 
181. 0 
188.6 

表 22. 美國防費(總據算) 增減觸勢(1960""1985)

1951-

185 

뚫 175 
‘/ ‘-
팍 165 
•• 
g;; 
{ 

꿇 155 
꽉 
ζi 

짧 145 

135 

125 
1960 62 65 67 

\ 
‘ ‘ \ 
l 
\ 
\ 
l 
-

/ 
/ 

L-.! l ’ ! ’ I '-~-' ‘ ” 
70 72 75 77 씨 8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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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3. 美 • 蘇 國防費變動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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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Defeηse: Annual Report, Fiscal Year 1981. 

81"'85年은 推計植.

것이다. 특히 레이건에 비해 카터는 彈硬外交政策을 수행할 수 있는 決斷力이 不足하다고 

評價되고 있어 더욱 人氣下落의 願回가 어려운 實情이었다。 

6月이 되면서 카터의 人氣가 서서허 다시 上昇勢를 타는 경향을 보였다. 이란人質사태가 

解決의 질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民主黨 全黨大會에서 예상을 뒤엎고 카터가 케 

네디勢를 壓倒的으로 누르고 指名權을 획득했으며 레이건의 政鋼에 대해서도 차츰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景氣回復을 위해 聯했政府의 據算減縮과 

脫金引下조치 등을 주장하는 레이건이 동시에 어떻게 막대한 國防費增顆을 實現할 수 있겠 

느냐고 카터쪽에서 고l칩고 나왔고 여기에 대한 레이건의 대탑이 有權者를 說得시키지 못했 

먼 데에도 주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共和， 民主 兩黨의 大統領指名戰이 끝나고 레이건과 카터의 兩者對決이 本格化하 

자 카터의 e쓸勢가 다시 두드러졌다” 與論調호結果가 選靈直前까지 伯件을 예고했지만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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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4. 蘇聯軍事力增5월趙勢Cl964~1980샤 

1 980 1 9 61 

1, 398 
950 
156 

6, 000 

190 
29 

1íO 

400 

45, 000 
170 

20, 000 

30, 000 
145 

11, 000 

4,500 

360 
1, 200 

2, 800, 000 
4, 400, 000 

175 

3, 500 

260 
1, 440 

2, 000, 000 
3, 400, 000 

105 

D) 海

* Departmeηt of Defense: Annual Report, Fiscal Year 1981. 

A) 戰略軍 部分

1) ICBMs 
2) SLBMs 
3) 폭격기 

4) 核彈頭
上 軍

5) 탱 크 

6) 師團歡

í) li힌 빚 로켓트 반시다1 

軍

8) 戰廣j機

軍

9) 主훨戰盤 

10) 기타 盤廠

11) 총돈수 

E) 總兵力數

F) 總國防據算 (10t훌했) 

B) 地

C) 솥 

表 25. 戰略武器制限協定(SAIT 11) 의 主훨內容 

聯

1398 
650 
156 

蘇j 美 國 | 
1054 
656 
573 

1) 大陸間 彈道유도단 빌 사기 (ICBM Launchers) 
2) 짐 수함發射 유도탄 받사기 (SLBM Launches) 
3) 重爆擊機 (Heavy Bombers) 

두껑을 열자 카터의 選學史上 類例를 찾아보기 힘든 慘敗로 

傳統的인 正確性을 앓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데에는 여러가지 

有權者들이 公開的으로는 

히 이를 지지하는 二重的 態度블 

2504 

判定이 내 려 졌다. 團論調훌가 

이유가 있다， 첫째 많은 

2283 計4) 合

레이건의 保守主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私的으로는 은근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7) 名分上으로 볼 때에는 차터 

없지만 실제 現實世界에 있어서는 그 

둘째 與論調憂의 方法上 문제 을 들 

의 超國家利益的 理想外交가 반드시 그르다고 떤 수 

쫓當性을 많은 有權者들이 의심스러워 했을지 모른다. 

수 있다. 많은 有權者들은 國內上의 경제문제와 油價引上등 對外的 몇因。1 벌점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문제와 외교문제는 分離하기 어려운 질정이 

提示하였으며 따라서 有權者의 分짧하여 設問을 였다. 그러나 與論調養에셔는 두 문제블 

정확한 意思를 反映활 수 없었먼 첨을 否認할 수 없다. 

17) US News & Worl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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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提票를 앞두고 이란A質事態로 인한 美國民들의 愛國心 發露블 지-신에게 有;fIJ하 

게 利用하려고 마지막 노력을 경주했지만 커다란 成果는 거두지 옷했다. 表 2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有權者들은 카터나 레이건이니- 모두 이란A質문제는 쉽게 解決합 수 없 

는 것이라고 判斷했었다. 카터가 人質석방을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의 再選의 道

具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表 26 및 27參照) 레이건에게 解決을 기대하는 有權

者數도 극히 적은 상태였다. 물론 投票前에 이란事態가 무사히 해결되어 人質들아 歸國했 

었더라면 選靈結果는 상당히 달라졌을지 모른다. 카터쪽에서도 이점을 인식하고 해밀턴 。

졸단같은 高位特使가 極秘의 協商을 벌렸다.뻐 그러나 카터의 입장을 너무나 찰 看做하고 

있는 이란측에서는 힘든 條件들을 제시했으며 카터로서도 그렇지 않어도 硬化되어 았는 與

論때문에 우리한 쪽決을 彈行할 수 없는 일이었다。 

有權者들도 對外政策의 本質을 전혀 모료지 는 않았다。 國l쩌力의 彈化가 단시 일 내 에 이 

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오랜 시일을 두고 서서히 진행퍼어야 하며 蘇聯에 대한 췄勢 

를 回復하고 사라져가고 있던 國際的 威信을 뼈回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 

리 고 있다는 사실을 有權者들을 알고 있 었다는 증거 가 있다. 投票직 후 유 e 에 스 。 뉴스 。 앤 

드 。 월드 。 리포트誌가 이미 授票블 끝낸 사람을 상대로 실시한 支持흉흥因分析(表 26) 에 의 

하면 레이건이나 카터가 이란人質문제을 해결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 주기를 기 

대하고 그 때문에 贊票를 던진 有權者들의 숫자는 극했 微少하다. 오허려 미국이 당연한 

시급한 문제는 역시 經濟문제와 인플레해결이었으며 바로 여기에서 레이건에게 贊票를 던 

진 사람이 카터에 비교해 볼 때 거의 倍에 가깡도록 많았던 실정이다。 차터의 選學公約中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던 失業문제와 女權운동， 流塵문제 그리고 都市문제의 해결에 

奏 26. 支持훨因 分析*

l 레이건 支持者 l 카터 支持者
j성衛據算 26% 14% 

이란사태 9% 21% 

失業문제解決 20% 29% 

脫金減少 1396 7% 

女權 맞 流꿇 5% 8% 

經濟문제 와 인플퍼1 解決 40% 23% 

都市문제 解決 1% 4% 

美國의 國l際的 威信回復 19% 12% 

* 支持훨因 分析은 뉴에스 。 뉴스 。 앤드 ’ 월드 。 리포트 (US News & World Report)誌가 投票直後
12， 782명을 상대로 『당신이 태한 훈보자는 누구이며 그를 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잇슈는 우 

엇이였읍니까?.JI라는 내용의 設問을 제시하여 이를 分析한 것이다. (US News & World Report , 
November 17, 1980, p. 39). 

18) The Flmμit of the Presidency , 1980, pp. 180-200; pp. 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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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7. TV 討論과 그 影짧* 

設問 1) 요늘 당장 投票한다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 

〔카터 : 43%. 레이건 : 44%. 앤드슨 : 7%. 기다 : 1%. 未定 :5%J 

設問 2) 레이건이 現職大純領이었다면 이란의 美國人質들이 석방되었우리과고 생각하는가? 
(21%가 긍정적인 대담〕 

꿇問 3) 카터大祝領은 이란λ、質의 석방을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9%가 긍정적인 대랍〕 

짧問 4) 지 난 몇 주일 동안 카터 大統領은 이 란人質사대 를 자신의 캠:選을 위 한 j많治的 手段무로 사용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 다 : 34%. 아니 다 : 56%. 모르겠 다 : 10%J 

設問 5) 낭신의 생각에는 TV討論에서 누구가 이겼다고 보는가? 

〔카터 : 26%. 폐이건 : 34%. 들다 아니다 : 31% , 모르겠다 : 996J 

設問 6) 페이건에게 養反票를 던지는데 TV討論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가? ** 
〔에이건에게 養票: 32%. 레이건에게 反票: 32%, 아무런 영향없다: 31%. 모르겠다: 5%J 

앓問 7) 카터에게 餐反票플 던지는데 TV討論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가? ** 
〔카터 에 게 餐票 : 29%. 카터 에 게 反票 : 33%. 아우런 영 향없다 : 33%, 모르겠다 :5%J 

* 이 設問은 뉴스위크誌가 TV討論이 있은 則後 캘럽與論調호所에 의뢰. 1, 048명의 有權者들에게 
電話로 불어 관 것이 다. (Newsweek , November 10.1980. p. 13). 

** 1, 048맹 의 힘權者中에 서 84%(880명 ) 이 대 답한 것 임 • 

있어서 카터는 레이건애 비해 有權者의 압도적 支持릎 얻는데 失敗한 反面 레이건은 經濟

문제와 인플러l 문제의 해결과 均衝據算에서 카터에 비해 휠씬 많은 支持를 얻을 수 있었던 

데 페이건 壓隨의 주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外交문제가 레이건 壓勝에 주요 이유가 아니라는 主張은 아니다. 그러나 外交분야 

에서는 이란事態와 아프가니스탄事態등當面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것은 美國。l 軍

事面에서 蘇聯에 대해 꼈勢에 빠져있으며 國際政治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도 

無能하다는 일종의 좌절감으로 表出되었다. 또한이러한對外的좌절감은 핫業과 인플레 등 

國內 經濟문제 에 서 發生한 對內的 不滿과 結合되 어 現職大統領에 대 한 『大規模의 反擺票』

(massive protest votes) 로 나타났던 것이 다. 다시 말해 對外政策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對外政策部分의 不滿이 國內經濟문제라는 當面잇슈을 통해 表出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對外的 좌절감과 對內的 不滿의 相互作用때문에 投票릎 불과 몇일 앞두고 실시 

된 레이건 카터의 大討論에서 카버는 人氣1院回의 마지막 시도플 했지만 결국 失敗하고 말 

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大討論의 결과는 카터에게 不利하게 判定이 났다. 

討論直後 갤럽與論調養所가 실시한 反應調호의 자료에 의하면 討論이 레이건에게 『無書』

한 것이였지만 카터에게는 상당히 不利한 것으로 나타났다. 討論이 레이건과 카터에게 贊

反投票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례이건의 경우는 贊反이 똑 같이 

32퍼센트였음에 비해 카터의 경우는 29퍼센트 對 33퍼센트로 反對票를 던지겠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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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퍼센트나 더 많았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대맙한 사람들의 비율도 레이건이 31펴센 

트， 카터가 33퍼센트로 차터가 討論을 동해 支持세력을 확대하는데 레이건만큼 성공적이지 

뭇했음을 시사해 주었다. 

6) 몇블 말 

外交政策과 關聯해 서 第40代 美國大統領選學를 分析해 볼 때 몇 가지 점을 特記할 수 있다. 

첫째 外交政策이 카터 大統領의 敗北에 중요한 投劃을 한 것이 分明하지만 外交政策 自

體로서 하나의 獨立된 變數로 작용했다기 보다는 經濟문제등 다른 몇困들과 結合되어 複合

的으로 그 結果가 나타났다。 國內外 政策의 여 러 분야에 서 쌓여 온 不滿‘들이 카터 에 대 한 

『反撥票』로 나타났던 것 이 다。 

둘째 레이건이 壓購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니는 그가 이러한 美國國民들의 不

滿을 자신의 政治的 담的에 맞도록 調導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레이건은 外交문제에 대해 

거의 白紙에 가까울만큼 경험이 없었으며 이것이 레이건에게 不利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는 사질 자체가 이 選學의 성격을 드러내 주고 있다. 즉 레이건이 제시한 外交政策에 관한 

새로운 方向이나 內容이 有權者에게 呼訴力을 가졌기 때문에 카터가 敗北한 것이 아니다. 

카터의 敗北는 차터 자신의 外交政策上 業績이 有權者에 의해 否定的 判定을 받았다는데 起

困한다. 따라서 레이건의 壓歸은 레이건 자신에 대한 有權者들의 적극적 支持라는 점보다 

카터에 대한 否定的 態度의 간접적 결과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루 

스벨트 이 래 形成， 雄持되 어 온 이 른 바 『民主熱力 聯合戰線~ (Great Democratic Coalition) 

이 붕괴되고 傳統的인 民主黨훗持勢力얀 東北部와 南部， 그리고 노동자와유태인 흑인 등의 

세력의 이벤 상당수가 선거에서 카터에 대해 등을 돌렸다는 시-실이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 

고 있다. 

세째 선거제도상의 문제로서 大統領선거전이 점차 걸어지고 치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꽁식적으로는 大統領선거가 있는 해의 2月부터 各黨의 州鍵備선거가 시작 

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l년 또는 2년전부터 비공식적이지만 

본격화했다. 

그것은 선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즉 선거자금법에 의하면 各 候補가 모급하는 선거자 

금과 같은 액수의 자금을 연방정부에서 補助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一定 數

이상의 州에서 모금실적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指名戰候補者들이 ，、1'1鍵備選擊에 참가 

할 수 있는 回數가 늘어났다. 이러한 두가지 사실은 據備選靈를 사질상 全國的 규모로 확 

대시컸으며 선거준비운동을 사질상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 19)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 

19) Laurence Radway, “The Curse of Free Elections," in Foreign l'olicy, NQ, 40 (Fal!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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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동기간이 사실상 2'"'-'3년이라는 장기간에 결져 진행될 가능성이 짙어갔으역 大統領에 

당선된 사람은 당선되자 마자 再選준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가 펀다. 

外交政策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선거준비운동이 길어지고 激化된다는 것은 外交政策

이 선거전략에 의해 영향맏을 가능성， 특히 짧職大統領이 再選을 노리는 경우， 有權者을 

의식하고 外交政策을 立案? 決定， 執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일반적으 

로 有權者들의 外交政策0]1 대 한 태 도가 극히 保守的이 며 國益健先主義的이 며 彈硬路線을 

지향한다는 앞에서 지적한 가정이 옳다면 美國의 外交政策은 선거전의 延張과 함께 다분히 

硬化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건大統領이 앞으로 4년동안 外交政策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는 문제 

는 매우 흥미 있는 觀察과 分析의 對象아 펠 것이 다. 

[附 짧〕 

레이건 렛차l黨候補의 外交i없;策 텔레비전演說(1980年 10月 19 日)-훨約 

3個月前 本A은 共和黨의 大統領候補指名을 受諾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追求하는 모든 

目標中에 서 桓久的 世界zf'和의 樹立이 가장 중요한 것』이 라고 말한바 있읍니 다。 

그후 本A은 全國各地를 다니면서 여러분과 갇은 사람듭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 

졌으며 그럴 때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야 했읍니다. 

그리나 本λ、의 對話는 결코 一方的인 것이 아니었읍니다. 本)、은 여러분에게 얘기할 기 

회뿐 이니라 이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려분의 의견융 경험할 기회 역시 가졌읍니 

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全國的인 규모로 나라의 장래에 대한 對話를 가진 셈입니다. 

오늘 맘 本A은 이러한 對話를 계속하여 美國의 모든 가정과 세계에 Zf';fD-를 確保할 수 

있는 方案들에 대 한 本人의 의 견을 말씀드리 고자 합니 다。 

그러 나 方案들에 관해 얘 기 하기 前에 本人은 大統領候補로서 가 아니 라 zf'和에 대 한 깊고 

도 오랜 希똘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 있는 한샤땀의 시만으로서， 한사람의 부모로서， 그리 

고 사실 한 사람의 할아버 지 로서 잠시 말씀드리 겠읍니 다. 

本人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꽉잡한 문제를 자유롭고도 이성적으로 討論하는 美國의 傳

統을 존중합니다. 本j、이 大統領候補가 펀 다음에 6차례의 討論을 行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本)、이 카터大統領과 討論하겠다는 用意를 表示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었읍니다 

希똘， 自信， 그리고 事實이라는 3가지 만어는 平和에 관한 本人의 見解의 核心입니다. 

우리는 『힘을 통한 平和』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왔으며 그래서 그 1 뜻이 흐;려졌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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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흔한 말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우리는 다시 한먼 回想해야 할 때가 되었 

읍니다。 

~和는 經濟的， 軍事的， 戰略的 힘에 의해 形成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치거나 敵對國

이 우리가 힘을 잃었다고 느껄 때 ~和는 사라지고 맘나다. 

우리는 힘에 依存하여 平和블 構第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읍니다. 그-리고 카터大統領 

下에서 우리의 經濟的， 軍事的， 戰略的 힘이 弱化되고 있는 것은 숨걸 수 없는 엄연한 사 

실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바로소 平和도 堅寶해질 수 있읍녀다.。 

本A은 만약 大統領에 당선되면 國뼈과 外交문제에 관해 超黨的으로 議會의 兩黨지도자 

들과 協議하는 美國의 傳統을 며復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겠음니다. 그리고 外交와 國防分

野의 高位任命職의 人事애서도 이러한 超黨精神이 反映되도록 노력하였읍녀다. 과거와 마 

찬가지로 우리의 國內政策1:의 見解差는 領海안에 머물러야 함니다. 

이제 本人은 여러분에게 國際무대에서 美國을 確固不動한 位置에 올려놓게 될 9가지의 구 

체적 조처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議會와 긴밀한 협조하에 本人은 여러분의 支持를 

받아 이 조처 들을 이룩하려 고 함니 다. 9가지 조처 들은 다음과 같읍니 다. 

1) 政策決定機構의 改善

2) 東西문제 에 대 한 明確한 接近方횟‘ 

3) 美州大I뿔문제 에 대 한 現寶的 政策

4) 아프리 카와 第 2 世界開發擾助計畵u

5) 우리의 메시지를 國外에 傳播할 計劃

6) 現實的인 戰略武器減縮 政策

7) 美軍의 質을 彈化한 確固한 노력 

8) 國|察테려리즘에 대한 對抗조치 

9) 美國의 國防計劃에 安全辯을 回復하는 일 

國務長官으로 하여금 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의 最高位代辯λ、괴- 자문이 되도록 外交政策

決定기 구를 개 편하는데 주력 해 야 합니 다@ 國家安保會議는 政策過程의 조정 자로서 의 投害U로 

다시 復歸해야 합니다。 大統領이 질서있고 균형된 정보와 分析을 받도록 하는 것이 國家安

保會議의 任務가 되어야 합니다g 國家安保담당 보좌관은 國務長官과 다른 關傑들과 긴밀히 

하나의 팀으로 일해야 합니다. 

外交官들의 外國語能力과 機構 및 職業的 能力을 양성 하고 이 용하며 동시 에 海外에 點ft

하는 美國外交官들의 安全을 保障하는 것야 또한 本A의 目標업니다. 海外에 근무하는 우 

리 外交官들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얼을 根總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外交政策機構에 대 

한 긍지와 效率性을 되살릴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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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果的인 外交政策機構가 回復되띤 우리는 먼저 우리의 同盟國家틀과 蘇聯과 中共과의 

關係에 主力해 야 합니 다. 

美國에 대한 信賴와 믿음은 類例없이 떨어져 있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美國은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同盟國家들과 美國이 하나의 目標로 뭉쳐 

있고 셔로 존경할 때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효과블 발휘하게 됩니다. 

세계를 칭플어 볼 때 우리의 同盟國들은 前보다 彈力해졌으며 대부분은 굳건합니다. 그 

러나 이들의 강력한 힘을 함께 풍처 平和블 追求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980年代에 우리 

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입니다. 만약 우리의 同盟國들이 서로 離散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의 歐對國들에게 有利헨- 결괴를 핀來한 뿐입니다. 

同盟國들괴 協力해 서 우리 는 蘇聯에 대 한 現寶的이 며 均衝된 政策을 送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蘇聯괴의 關係룹 조성스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原則에 입각한 一慣된 外交政策이 

必평하다고 本j、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對決이나 紹爭을 원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對決과 針」땀을 피하기 위해시는 램力해야하마 우리의 利益을 保護할 각오가 되어있아야 합 

니다. 

美 • 다1共관계는 시작단계에 있음니다만 앞으쿄 成長할 것이며 急速한 成長을 支援하려는 

것이 本A의 의도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美國國民과 中國國民 사이에는 歷史的

組帶가 있으며 本λ、은 이 組帶블 꿇化하기 위 해 노릭 할 것 업 니 다. 交易의 據大， 文化交流，

그리고 다른 조치들에 의해 두니라의 돼밤는 지속되고 擬大펼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지역 중에서 西半球가 가장 중요한 比重을 차지해야 합니다. 本A의 行政府

는 2f和計劃의 -環으로 西半球에 대 한 새 줍고 보다 現寶的인 政策을 수럽 할 것 입 니 다· ’ 

• 우리의 관계는 經濟的 安保的 共同利害에 굳건히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카리브 

海의 국가들 중에 서 우리 와 현 조하는 국 가들에 대 해 서는 深度깊은 經i齊開發計畵U을 立案할 

것입니다. 이중 많은 국가들에게 獨立을 주자마자 우리는 곰 이들을 잊어버렸읍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중 일부는 不滿끝에 極端的 모탤에 관심을 갖게되어 쿠바가 介入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읍니다. 이들이 농업， 공업 및 관광부분의 자원을 最大로 活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들과 北美協約을 맺어야 한다고 이미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傳統的 友宜를 深化시키기 위해 對話의 창구블 넓혀야 하겠읍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강해지면 우리의 美州大l뿔 全體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第 3 世界와의 관계는 우리의 zp:和計뿔.~의 중요한 -部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와 자유 

기엽청신은 第 3 世界의 쓸國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출 수 있읍니다. 例를 들면 아프리카 

國家들은 우리와 우리의 同盟國家들에게 交易據大와 우리의 자본투자와 援助 및 기술을 원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포리카諸國에 대한 美國의 授資는 극히 微댔했으며 輸出增大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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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홀했읍니다。 

本끼、‘은 民間部分의 기술과 市場支援에 있어서의 授資가 아프리카 開發의 열쇠라고 인정 

하고 있읍니다. 政府는 이것을 방관하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美國의 메시지를 널리 傳播하는 것은 우리의 :zp:和計劃의 중요한 조처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國|聚交流處와 美國의 소리방송을 강화하겠읍니다.…。00 중요한 것은 美國의 메시지를 

海外로 傳播함으로써 우리는 平和의 기초블 다지고 있다는 確信을 갖는 일입니다. 

:zp:和計뽑j의 다음 必須條件은 戰略武器制限에 중요성을 부여 하는 것입 니 다. 本A은 이 번 

선거기간을 통해 和平의 可能性을 높여줄 均衝된 戰略武器制限協定(SALT)를 이룩하기 위 

해서니 얼마의 시간이 켈리든지 蘇聯측과 交涉을 벨일 용의가 있다고 누차 강조한바 있읍 

니다. 

大統領으로서 本λ、은 戰略武器制限協商 3단계 (SALτ 11[)에 관한 交涉을 즉시 시 작할 것 

입니다。 本A의 目標는 軍備縮少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얀 核武器를 축소하고 美國

의 주요한 安保的 몇求를 충분히 反映하는데 本人은 온갖 정열을 다 쏟을 것업니다。 軍備

鏡爭을 피하기 위해 蘇聯으로 하여금 軍備鏡爭에서 앞서게 해서는 안됩니다. 

一方的 軍備聽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蘇聯에 대해 우리도 必몇하다면 鏡爭할 수 있 

으며 또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는 사질을 分明히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軍備鏡爭

을 중지하고 인내성있는 交涉을 통해 核武器를 減縮하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도 蘇聯에게 

알려야 합니다. 


